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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법 (“케어스” 법 – CARES Act) 안내
미국 의회가 최근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 법” (케어스 법) 프로그램과 조치들은
소규모 사업자(스몰 비즈니스)들이 당장 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여러가지 많은 새로운 지원 방안과 도움이 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및 다른 어떤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이러한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중소기업청(SBA)에서 곧 제공해드릴 주요 프로그램과 조치들, 그 밖에 중소기업청 관할사항은 아니지만
세금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도 아울러 일부 제공해드립니다.
프로그램 제공 시점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시려면 여기를 눌러서 찾으실 수 있는 중소기업청(SBA) 각
현지 오피스와 계속 연락 하십시오.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 지 고민되십니까? 다음 질의응답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현 종업원 유지를 위한 자본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긴급 구조를 위한 소액 현금 투입이 당장 필요하십니까? 긴급 경제 피해 보조금 검토를
추천합니다.
• 현재 혹은 미래의 SBA 융자 상환에 관한 우려를 감소하려면? 소기업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불안정한 재정상황 대응에 관하여 좋은 무료 카운슬링만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이 지원
상담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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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했다면?
오른쪽에 나와있는 “목록”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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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호 (PPP) 융자
이 프로그램은 이 위기 중에도 종업원들에게 계속해서 페이(급여)를 해주시는 고용주분들께
연방정부에서 100 퍼센트 보장하는 융자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드리는 지원입니다.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주신다면, 그에 해당되는 융자를 탕감해드려서 귀 업소나 사업체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지탱하도록 돕고, 이번 위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을 지원, 그리고 이
위기가 끝나는 즉시 곧바로 빠른 경기회복을 돕기 위한 융자입니다. PPP 는 여러가지 유익한 장점들이
있습니다—예컨데, 종업원들에게 계속 일자리와 급여 수준을 유지해주실 경우 최고 8 주(두 달)까지의
급여에 해당되는 융자 탕감, SBA 융자 수수료 면제, 그리고 최소 6 개월, 최고 1 년까지 상환연기가
가능합니다. 2020 년 2 월 15 일에서 2020 년 6 월 30 일 사이에 코로나 19 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기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해고당한 종업원들을 다시 유급 직원으로
복직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2020 년 2 월 15 일로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융자는 2020 년 6 월
30 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어떤 종류의 업소나 사업체나 단체들이 PPP 융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업소, 사업체, 단체들은 2020 년 2 월 15 일 당시 영업중, 또는 운영중이었어야 합니다.

•

종업원/직원 수가 500 명 미만인 업소나 소기업, 사업체 등으로서 관련 법
조항 501(c)(3) 비영리단체, 501(c)(19) 재향군인 단체, 31(b)(2)(C)조항 미 원주민
사업체, 혹은 중소기업청에서 규정하는 북아메리카산업분류(NAICS)에 규정된
종업원/직원 수 규모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체들.

•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운영하는 개인들, 독립 계약자(도급업자,하청업자)
그리고 유자격 자영업 개인들.

•

각 사업장에 500 명 미만의 직원이 있으며 72 번으로 시작되는 NAICS 코드를
발급받음으로써 계열사 규정에서 면제된 사업체.

•

본 청에서 프랜차이즈(가맹점) 식별자 코드 받은 프랜차이즈 사업체들과 소기업
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로부터 자금 보조를 받는
회사들도 계열사 규정에서 면제된 사업체임.

질문:

계열사규정이 뭐죠?

답변:

계열사규정은 SBA 가 한 사업체의 계열사들이 “소”기업(“스몰” 비즈니스)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보통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통제 혹은 조종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을때, 혹은 제 3 자가 두 사업체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을
경우, 통제 대상 기업은 계열사가 됩니다. 이 규정이 본인의 사업체의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아시려면 이 자료를 보십시오.

질문:

어떠한 비영리 단체가 자격이 됩니까?

답변:

SBA 의 비영리 사이즈 기준은 대부분 종업원 수가 아니라 수입에 준하기 때문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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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명 미만을 고용하는 501(c)(3)과 501(c)(19) 비영리 단체들이 자격이 됩니다. 이 곳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융자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되죠?

답변:

융자 금액은 사업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최고
융자액은 언제나 1 천만 달러입니다.
•

2019 년 2 월 15 일부터 2019 년 6 월 30 까지 영업했다면: 최고 융자액은 이 기간
안에 월 평균 총 급여의 250 퍼센트까지 됩니다. 만약 본인 사업이 계절노동자를
고용한다면, 2019 년 3 월 1 일을 시작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9 년 2 월 15 일부터 2019 년 6 월 30 일까지 영업을 안 했다면: 최고 융자액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2 월 29 일 사이 평균 총 급여의 250 퍼센트까지
됩니다.

•

2020 년 2 월 15 일에서 2020 년 6 월 30 일 사이 긴급 경제피해 보조금(EIDL)을
받았고 그 융자금을 PPP 융자로 차환하고 싶다면, 그 융자 잔액를 급여에 추가하면
됩니다.

질문:

어떤 경비가 급여로 간주되죠?

답변:

•

보수 (봉급, 임금, 커미션, 또는 유사한 보수, 현찰 팁이나 동등한 것)

•

휴가, 육아, 가족, 병가, 간호 휴가 수당

•

해직, 고용 중단 수당

•

직장 의료보험 관련 비용들, 보험료 포함

•

퇴직금 지급

•

급여 지불 관련 주정부 또는 시정부 과세

질문:

어떤 경비가 급여에 해당되지 안 되나요?

답변:

•

$100,000 이상의 종업원 임금 / 고용주(오너) 보수

•

IRS 쳅터 21, 22 와 24 에 의한 세금부과 또는 원천공제 금액

•

주된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해외인 종업원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조항 7001 및 7003 하에 육아 혹은 병가
휴가로 이미 크레딧이 주어진 경우

질문:

융자금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답변:

•

급여 비용 (위에 나온 내용대로)

•

육아 혹은 병가나 기타 의료 휴가 기간 중 직장 의료보험 지속을 위한 비용과 보험료

•

임금, 커미션, 아니면 유사한 보수 (위에 나온 내용대로)

•

부동산 담보 대출 모기지 이자 지급 의무 (그러나 담보 대출 모기지 원금 선납금 또는
지불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

렌트 임차료 (리스 임대차 계약 하의 렌트도 포함)

•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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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간 전에 발생한 다른 부채 이자

질문:

융자 조건, 이자율, 수수료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비탕감분은 10 년 만기, 최대 이율 4%이며, 대출수수료 및 중도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융자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수수료 한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탕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해당 융자에 대한 탕감액은 전 직원의 일자리와 급여($100,000 이상 임금 제외)를 기존과
같이 유지했을 경우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축소분에 비례하여 삭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해당되는 8 주 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급여 관련 비용의 합과 같습니다.
•

급여 비용 + 해당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이자로 지불액 (원금 선납금 또는
원금상환 제외) + 해당되는 임차료(렌트) 지불액 + 해당되는 공과금(수도, 전기)
지불액

질문:

PPP 융자의 탕감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탕감은 융자회사에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를 받는 직원 수와 각 직원 별 임금, IRS (연방 국세청) 고용세 보고 내용 및 주
소득세, 고용세, 실업급여 보고 내용

•

해당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임차료(렌트), 공과금(수도 전기) 증빙 서류

•

제출 문서의 내용이 정확하며, 탕감액을 PPP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사업체 또는 조직의 대표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질문:

탕감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탕감되지 않은 융자액은 전액 최대 10 년만기, 최대 4% 이율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원금
및 이자 모두 융자액 지급 이후 6 개월간 상환이 감면됩니다. 그 후 탕감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하나 이상의 PPP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하나의 업체당 하나의 PPP 융자로 제한됩니다. 복수융자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PPP
융자는 중소기업청에 TIN(납세자식별번호)으로 등록됩니다.

질문:

PPP 융자는 어디서 받습니까?

답변:

중소기업청 7(a) 융자가 가능한 모든 융자회사(해당 법규에 관련된 내용은 이 7(a)링크를
따라가 주세요)에서 PPP 융자 역시 가능합니다. 재무부는 영세업체나 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이 아닌 곳을 포함하여 새로운 융자회사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PPP 융자와 중소기업청의 기존 융자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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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PP 융자와 동시에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 융자 (EIDL), 7(a) 융자, 504 융자,
소액융자(Microloan) 등을 포함하며 소기업투자공사(SBIC)의 다른 투자 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PPP 융자와 다른 중소기업청(SBA) 융자가 같은 용도로 사용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PPP 융자로 해당되는 8 주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동일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다른 중소기업청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기간의 급여 또는
다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질문:

PPP 융자와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긴급 경제피해 보조금(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s) 및 소기업 채무 감면 프로그램(Small Business Debt Relief Program)은 어떻게
연계됩니까?

답변:

긴급경제피해 무상보조금(EEIG) 또는 EIDL 을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소기업 채무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업자도 사용 용도가 중복되지 않는 한 PPP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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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나 소기업 채무 감면 프로그램(Small Business Debt Relief Program)
본 프로그램은 7(a), 504, 소액융자(Microloan) 등 비재난 중소기업청 융자의 혜택을 받는 영세업체나
소기업(스몰 비즈니스)에 해당됩니다. 해당 자에게는 중소기업청이 원금, 이자, 수수료 등 모든 융자
상환금을 6 개월간 대납합니다. 본 프로그램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날로부터 6 개월간 새로 융자를
받는 모든 채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이 프로그램은 어떤 중소기업청 융자에 적용됩니까?

답변:

PPP 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7a 융자, 504 융자, 소액융자(Microloan)에 적용됩니다. 재난
피해 융자(Disaster loan)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문:

PPP 융자와는 어떤 식으로 적용됩니까?

답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채무 감면은 PPP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별도로
PPP 융자도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

7(a) 융자, 504 융자, 또는 소액융자를 신청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기준의 사업체에게만 자격이 있으며, 미국에 소재해 있으면서 상환
능력이 있고, 합당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귀 사업체가 영세업체나 소기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6 자리의 북아메리카 산업분류(NAICS) 번호가
필요하며, 3 년간 평균 연소득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요건이 약간씩
다르니,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

질문:

7(a) 융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답변:

7(a) 융자는 달리 신용이 부족한 채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500 만달러 상한의 융자
프로그램으로서, 단기 또는 장기 사업자금 확보, 기존 사업체 인수, 현재 채무 재융자,
설비 및 원자재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은행과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융자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7(a) 대출의 종류는 다양하니,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또는
특수목적융자회사(mission-based lender)를 통해서도 7(a)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Lender Match 라는 무료로 융자회사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까운 융자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504 융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답변:

504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된 영세업체나 소기업에게 고정설비나 시설 확장 또는
개보수를 위한 550 만달러까지의 장기 고정이자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물,
또는 기계장비 구매가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인증된 개발업체(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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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Lender Match 라는무료로 융자회사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까운 융자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액융자(Microloan)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답변:

소액융자 프로그램은 영세업체나 소기업 및 특정 비영리 탁아소/아동 보육원의 설립 및
확장을 지원하는 목적의 5 만달러 미만 대출입니다. 평균적인 소액융자의 액수는 약
1 만 3 천달러입니다. 소액융자는 특정 특수목적융자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사업 상담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Lender
Match 라는 무료로 융자회사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까운 융자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소기업청 융자프로그램를 잘 모릅니다. 신청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답변:

예,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 절차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기관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기업개발센터(SBDC) 또는 여성 비즈니스 센터 (Women’s
Business Center)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

경제피해 재난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
긴급 경제피해 무상보조금(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s)
중소기업청은 본 프로그램를 통하여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나 소기업 및 민간
비영리단체에 신청 3 일 내로 1 만달러 상한의 긴급 무상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EIDL 융자를 신청한 후 무상보조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상보조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에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유급 병가자를 포함한 급여 지불, 원부자재나 원료 수급 차질로 인한 비용 증가 대처
(융자, 임차비용,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 상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우리 주에서도 COVID-19 로 인한 EIDL 융자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50 개 주 및 워싱턴 DC, 기타 미국령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EIDL 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합니까?

답변:

EIDL 은 2 백만불 상한의 저금리 융자이며, 중소기업청(SBA) 재량으로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직원들 급여 및 기타 사업 운영비 등 코로나 19 사태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의 지불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EIDL 신청 자격은 무엇입니까?

답변:

500 명 미만 사업체로서 자격이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직원 유무 무관)

•

독립계약자 (도급업자, 하청업자)

•

협동조합 및 직원소유 사업체

•

미 원주민 부족소유 영세업체나 소기업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소유 영세업체나 소기업 및 소규모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민간 비영리단체 역시 해당됩니다. 사업체 규모와 관련된 기준은
아래를 보십시오.
질문:

제가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단체는 501(c)(3)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EIDL 과
무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예, 미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1954 년 연방세법 501(c), (d), 또는 (e)조항에 의거해 면세
혜택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받은 민간 비영리단체 및 주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 정부에 증명할 수 있는 단체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교습, 상담 또는 종교나 종교적 믿음의 목회(종교나 종교적 믿음을 목회하는
시설이 종교 시설인지 세속적 시설인지와는 무관), 또는 정치나 로비 활동이 주 목적인
단체는 EIDL 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 단체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의문
사항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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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상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 년 1 월 31 일 이후 영업 또는 활동을 한 사업체 또는
단체는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긴급 경제피해 보조금(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s) 신청은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답변:

2020 년 1 월 31 일 – 2020 년 12 월 31 일. 이미 EIDL 을 신청한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0 년 1 월 31 일로 기한이 소급 적용됩니다.

질문:

만약 EIDL 및/또는 긴급 경제피해 보조금 중 하나라도 받은 경우에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COVID-19 와 무관하게 EIDL 을 받았거나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2020 년 1 월 31 일부터
2020 년 6 월 30 일 사이에 EIDL 및/또는 긴급 경제피해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PPP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PPP 대출을 받았거나 EIDL 을 PPP 대출로
차환하였다면, 앞서 긴급 경제피해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금액은 PPP 에서 탕감된
금액으로부터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PPP 대출과 동일한 목적으로 EIDL 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4 월달에 특정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EIDL 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직원의 3 월 급여 또는 다른 직원의 4 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는 PPP 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특정 직원의 4 월 급여를 위해서는 PPP 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저의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https://www.sba.gov/size-standards/ 를 방문하여 귀 사업체가 SBA 소규모 사업체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려면 귀 사업체의 6 자리
북미산업분류코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Code)와 과거 3 년간 평균
연매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

경제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https://disasterloan.sba.gov/ela/ 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현지 SBA
사무소는 SBA 지원을 신청할 때 소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EIDL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데, 신청서 작성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SBA 파트너들이 EIDL 신청하는 것을 안내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localassistance/find/에 방문하시면 가까운 소기업개발센터 (SBDC),
여성 비즈니스 센터, 또는 SCORE 맨토십 챕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9

상담 및 교육
다른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불확실한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소기업 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
여성 비즈니스 센터(Women’s Business Center), 또는 SCORE 맨토십 챕터(SCORE mentorship
chapter)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 기관들 및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코로나 19 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상담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정보들과 자원을 통합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일관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https://www.sba.gov/localassistance/find/ 에 방문하시면 현지 가까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휴 기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규모의 소수집단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소수집단 사업 개발 에이전시 비즈니스 센터(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s Business Centers (MBDC)) 역시 일할 사람을 찾아 고용하고 고객들이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것을 도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산을 받을 것입니다. 단, 모든 주에 MBDC 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귀하가 있는 지역에 MBDC 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SBDC, WBC, MBDC 를 통한 상담과 교육은 유료인가요?

답변:

상담은 무료이며 교육은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회가 제공하는 추가예산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러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SCORE 를 통한 멘토십은 항상
무료입니다.

질문:

SBDC 가 무엇인가요?

답변:

SBDC 는 전국적으로 거의 1,000 여개의 지점을 가진 네트워크로서 유명 대학, 각 주의
경제개발기관과 민간 제휴 기업들이 동참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신규 또는 기존의
사업체들에게 상담과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는 해당 주의 서비스를
조율하는 주관 센터(lead center)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DC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americassbdc.org/about-us/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WBC 가 무엇인가요? 오직 여성들만을 위한 곳인가요?

답변:

WBC 는 전국적으로 100 개 이상의 센터를 가진 네트워크로서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1 대 1 상담, 교육, 네트워킹, 워크샵,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 관련 주제로 기술지원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BC 는 여성들 외에도 저소득 사업가들을 포함한 소외된
사업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WBC 는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종 유연한 근무시간을 제공합니다. WBC 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wbc.org/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SCORE 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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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CORE 는 10,000 명이 넘는 비즈니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료로
사업관련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며 해당 조언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멘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질문:

MBDC 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답변:

MBDC 는 소수집단이 소유하는 사업체들(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태평양 섬
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 포함), 특히 국내 및 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려는 사업체들에게 좋은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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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자
만약 귀하가 정부와의 계약업자라면, 귀 비즈니스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행사들은 계약 조건을 수정하고 병가를 포함한 유급휴가를 주당 40 시간까지 청구
요율로 계약업체에게 실비정산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 자격요건은 그들의 직원이나 하청업체가
코로나 19 로 인한 연방시설의 폐쇄로 인하여 현장 근무나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의
계약당사자입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소기업 개발센터, 여성 비즈니스 센터, SCORE 챕터 또는 SBA 지역
오피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는 대행사의 계약 담당자 및 대행사의 소기업 및 사회배려
기업지원실(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OSDBU))과 협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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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세금조항
사업체 폐쇄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을 위한 직원 유지 세액공제
이 조항은 자격조건이 되는 고용주가 코로나 19 재난기간 동안 특정 직원들에게 지불한 임금의 50%에
대하여 환급 가능한 급여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상업, 여행, 또는 단체미팅을 제한하는
정부 명령의 결과로써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고용주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세액공제는 매년 측정하는 분기별 총 수령액 감소가 50%를 초과하는
고용주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주의 사업폐쇄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급휴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직원들의 임금은
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풀타임 근로자가 100 명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임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에 적용되며, 자격요건이 되는 직원에게 지급된 최초의 10,000 불 상당의 임금 및 복지혜택에
적용됩니다. 위 임금에는 의무적 유급 병가 또는 의무적 유급 가족휴가를 위한 급여 크레딧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과, 유급 가족휴가 및 병가를 위한 고용주 크레딧을 고려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RC sec.
45S).
•

이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한 보조를 받고 있는 고용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제공됩니다.

고용주의 급여세 납부 이월
이 조항은 납세자들이 급여의 고용주 부담부분을 2020 년 말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0 년에
이월된 금액은 2021 년 말과 2022 년 말 2 회에 걸쳐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연이
가능한 급여세는 FICA 세금의 고용주 부담부분, 철도퇴직세금(고용주의 FICA 요율에 의한)의 고용주와
직원대표 부분, SECA 세금의 절반이 포함됩니다.
•

이 세금납부 이연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한 보조를 받고 있는 고용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ranslation by Bird Marella and Ko & Martin Certified Translation, in collaboration with KABA SoCal**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Bird Marella 법률사무소와 Ko & Martin 공인번역회사에서 번역 제공해 드립니다.**

www.komart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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