
 

 

Fairfax County는 소사업주 회생 소액융자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4월 28일부터 신청서 접수 

오늘날 Fairfax County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250만 의 기금으로 소액 대출 및 상담을 통해 

소사업주 회생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Fairfax County 소사업주 코론나19 회생 자금 발표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는 0% 이자율로 최대 $20,000 까지 지원 받아 필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상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에게 추가 구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적의 연방 또는 지역 프로그램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서는 4월 28일부터 접수 

받습니다.  

이 소액융자 프로그램 원금은 회전 대출 기금에 예치되어 회생 기간과 그 이후까지 성장 자본으로 

소사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연방 CARES 경제 재해 대출 (EIDL) 및 

임금보호프로그램(PPP)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본 기금은 비즈니스가 현재 난관을 헤쳐나가고 

향후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Fairfax County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이자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서 대출 기간 내내 지속되는 비즈니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사업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알고 연결되며 

지원 받게 됩니다. 

Fairfax County 슈퍼바이저 이사회 회장, Jeffrey C. McKay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는 

우리 상업 기반의 94%이며 지역 사회에서는 거의 3분의 1이나 해당됩니다”. “소규모 사업주 회생을 

지원하는 현재 이용 가능한 여러 연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airfax County 소액융자금 및 지원 

상담은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우리는 소사업들이 지역 사회의 복지와 County의 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ounty와 기존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비즈니스 파트너십(CBP)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주도하며 소사업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Fairfax County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소사업 

대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과 협력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소액융자는 Fairfax County 주요 사업 지역을 비롯하여 하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 

사업체에게 CBP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해당 지원자는 직원이 50명 이하이며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고 유효한 비즈니스 라이센스(BPOL:Business, Professional and Occupational License)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은 운영 자본, 장비, 임대료, 부채 지불금 및 기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즈니스를 다시 재개하거나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업체들에게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 옵션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Fairfax County의 

목표입니다. 이와 같이 카운티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손을 내밀며 함께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Fairfax County 슈퍼바이저 이사회가 창안했고 경제 기회 준비금이 지원합니다. 

이사회는 경제 성장 촉진 및 전략적 경제 투자를 위한 준비금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이니셔티브부(The Department of Economic Initiatives)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Fairfax County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경제 이니셔티브 

부(Department of Economic Initiatives), Economicinitiatives@fairfaxcounty.gov으로 연락하거나  

703-324-51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economic-success/county-small-business-covid-19-recovery-fund
http://www.fairfaxcounty.gov/chairman
https://cbponline.org/financing/fairfax-microloan-program/
https://www.fairfaxcounty.gov/economic-success/county-small-business-covid-19-recovery-fund
mailto:Economicinitiatives@fairfaxcount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