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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 페이스-아태계 컨소시엄 경제개발 단체,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800 개 이상의 소기업 지원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2020 년 4 월 21 일) –지난 5 주 동안 비영리단체 페이스, 아태계
컨소시엄 경제 개발단체 PACE (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는 COVID-19 글로벌
전염병의 영향을받는 800 개 이상의 지역 소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중.소기업은 자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모기지, 임대료 또는
공공유틸리티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유연한 운영 자본이 필요합니다. -운전 자본 비용
커버; 재고에 대한 지불; 다른 대출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부채를 갚고 직원 급여포함.
PACE 는 그동안 SBA 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및 EIDL (경제 재난 융자)을 포함한 대출 및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시의 소기업 비상 소액 대출
프로그램; 다양한 지방, 주 및 연방 부양 자금 등.) PACE 는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계속 지속되고
상황에 맞게 변경될수 있도록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PACE 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1 대 1
비즈니스 상담, 조달 및 정부 계약, 비즈니스 라이센스 및 허가 서비스, 워크샵 및 교육, 개인 무료세금
보고 지원 (VITA),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공제 교육 및 봉사 (CalEITC)을 포함하여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스페인어, 북경어, 광동어, 태국어 및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최근 PACE 비즈니스 카운슬러 인 Phuong Le 는 SBA 의 EIDL (경재 제난 융자) 및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를 통해 로컬 가족소유의 호텔이 총 $ 120,000 의 지원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 중요한
자금을 통해 고객의 사업체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16 개의 일자리를 잃지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PACE 의 케리 도이 대표는 “PACE 는 COVID-19 의 영향을받는 중소 기업의 도움 요청이 엄청나게
밀려왔으며, 지난 5 주 동안 800 건의 고객요청에 총 9 천만불의 융자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융자와 같이 운영 자본을 즉시 필요로 하고 식당과
같이 운영 시스템을 투고서비스로 변경해야 하는 비지니스 들은 빠른 운영 시스템 변경 전략을
계획해야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SBA 및 기업 은행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로스
앤젤레스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인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PACE 는 공인 CDFI 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아태계 비영리 커뮤니티 경제개발 회사 중 하나로서 로스
앤젤레스의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에 경제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PACE 는 1976 년에 설립 된 이래 120 만 명이 넘는 소수 민족 Angelinos 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소기업 및 소기업 대출에서 5 억불 이상의 융자 패키징 / 배치 / 기금했습니다
소기업을위한 COVID-19 구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CE Business (213) 353-9400 또는
bdcinfo@pacela.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PACE 페이스 아태계 컨소시엄 경제 단체 소개
PACE 는 1976 년에 설립 된 비영리 지역사회개발 단체로 매년 직업 훈련 및 배치; 사업 개발/지원;
유아 교육; 금융 교육 및 자산 구축; 저렴한 주택; 에너지, 환경 및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통해 50,000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C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acela.org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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