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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저 시장, 워싱턴 DC 내 사업장을 위한 SBA 재난 

지원 대출 신청 접수 발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영향을 받은 워싱턴 DC 내 사업장, 연방 구제 자금 신청 가능 

  

(워싱턴 DC) – 금일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은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컬럼비아 특별구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대출 형태의 지원 방침을 수용했으며 워싱턴 DC 내 사업장은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SBA에서 직접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크리스티 윗필드(Kristi Whitfield) 이사가 이끄는 지방정부 중소기업 진행 부서(Department 

of Small and Local Business Development)가 컬럼비아 특별구를 대신해 SBA와 협력하게 

됩니다. 

  

바우저 시장은 “우리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면서 

복구를 위한 노력에 착수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 조치를 

시행합니다.”라며 “워싱턴 DC 내 사업장에서 연방 중소기업청의 대출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BA의 재해 지원 사무소는 코로나 19로 심각한 영향을 입은 워싱턴 DC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SBA의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프로그램은 적격 

중소기업과 민간 비영리 단체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일시적 수입 손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경제적 지원으로 최대 200만 달러의 영업 자본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금은 코로나 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지불할 수 없는 고정 채무, 급여, 외상 매입금 및 

기타 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각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워싱턴 DC 내 사업장은 여기를 클릭하고 ‘지원 신청(Apply for Assistance)’을 클릭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SBA 재난 대출의 ‘3단계 절차’를 

검토하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해 대출 신청자는 SBA 재해 지원 

고객 서비스 센터에 1-800-659-2955(매일 오전 7시 ~ 오후 9시)번으로 전화하거나 

mailto:latoya.foster@dc.gov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disaster-assistance
https://disasterloan.sba.gov/ela/Documents/Three_Step_Process_SBA_Disaster_Loa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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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customerservice@sba.gov로 이메일을 보내 온라인 신청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A 직원과 중소기업 개발 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SCORE 

Chapters, 여성 비즈니스 센터(Women’s Business Centers) 및 제대군인 기업 지원 

센터(Veterans Business Outreach Centers)로 구성된 리소스 파트너는 중소기업의 연방 자원 

이용과 대비 계획 수립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역별 지원 사항은 www.sba.gov/local-

assista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내 사업장은 참고를 위해 워싱턴 대도시 

지역 2020 중소기업 리소스 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바우저 행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 보건 긴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침은 계획 및 경제 개발 부시장 사무소의 사업 개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대응과 복구 방침 관련 상세 정보는 coronavirus.dc.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 

  

소셜 미디어: 

바우저 시장 Twitter: @MayorBowser 

바우저 시장 Instagram: @Mayor_Bowser 

바우저 시장 Facebook: facebook.com/MayorMurielBowser 

바우저 시장 YouTube: https://www.bit.ly/eomvideos  

바우저 시장 웹사이트: mayor.dc.gov 

  

컬럼비아 특별구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 관련 최신 정보는 coronavirus.dc.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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