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중소기업청)
재난 대출 신청방법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 민간 비영리 단체, 그리고 주택보유
자에게 저금리 및 장기 재해 대출을 제공합니다. SBA 재난 대출은 개인 및 기업이 재난
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단계로 대출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대출 신청
온라인(DISASTERLOAN.SBA.GOV/ELA), DISASTER CENTER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어떤 규모의 사업이든, 물리적 손상으로 최대 2백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로서 최대 2백만 달러의 사업 대출(PHYSICAL & EIDL)을 신청할 수 있
다.
STEP 2: 부동산 확인과 대출처리 결정
SBA에서 손실검사전에 귀하의 신용을 검토한다.
SBA 검증자가 재해로 인한 물리적 손실의 총액을 추정한다.
LOAN OFFICER(대출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대출가능여부 최종 확인까지 대출 담당자가 귀하와 함께하여 2-3주안에 최종 결정이
난다.
STEP 3: 대출 마감 및 자금 지급
SBA측에서 귀하의 서명을 위해 LOAN CLOSING 서류를 준비하여 보낸다.
서명된 LOAN CLOSING을 SBA에서 받는 시 5일 안에 아래와 같이 초기 지불이 된다.
- 물리적 손상: $25,000
- 경제적 부상: $25,000
모든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케이스 매니저가 귀하와 협력할 것이다.
대출 마감 후 귀하의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예: 예기치 않은 수
리에 대한 대출 증가 및 추가적인 보험료로 인한 대출 감소)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대출 신청과 최종 결정을 위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BUSINESS LOAN APPLICATION (SBA FORM 5) 작성 및 서명
IRS FORM 4506-T 사업자 및 사업 소유권 보유자* 작성 및 서명 (*사업의 20% 이
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일반 파트너 또는 MANAGING MEMBER, 그 외 제휴
사업에서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휴사업은 모회사, 자회사, 또
는 공동 소유권 및 공동 경영자를 포함한다.)
가장 최근의 모든 연방 소득세 신고 서류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SBA FORM 413)작성, 서명 및 날짜 기입
(모든 기업 소유권 보유자)
모든 고정 채무를 나열한 SCHEDULE OF LIABILITIES (SBA FORM 2022)
그 외 필요한 서류:
가장 최근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 손익 계산서와 해당 년
도 대차 대조표 제출 가능.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손익계산서월별 매출액이 표기된 추가 제출 요건 서류
(SBA FORM 1368)

출처: https://www.sba.gov/page/coronavirus-covid-19-small-business-guidance-loan-resources
번역본: https://jobkoreausa.com/community/view.html?no=516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