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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위한코로나바이러스지원프로그램

(2020년 4월 27일기준) 

최근 제정된 CARES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통하여재정적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PPP (Payroll Protection Program) 융자 – 대출 한도는 1 천만불이며최대 100 퍼센트까지

탕감이가능합니다.  

 (EIDL) 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 융자 – 대출 한도는 2 백만불이며 긴급

우선지급금으로 최대 1만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선지급금은 보조금이므로 되갚지

않아도됩니다.  

 Main Street Lending Program  

o Main Street New Loan Facility (MSNLF) – 최대 2천 5백만불까지대출가능합니다. 

o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 (MSELF) – 최대 1 억 5 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Mid-Sized Business Lending Program (이프로그램은아직검토중입니다) 

정부에서 PPP 융자에지정한 3천 4백 90억불은 2주만에고갈되었습니다. 하지만의회에서는

추가로 3 천 1 백억불을 PPP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병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EIDL프로그램에도추가로지원할예정입니다.  

PAYROLL PROTECTION PROGRAM (PPP) 

PPP 융자의주요조건은무엇일까요? 

PPP융자 대출한도는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의 한 달 평균 급여의 최대 2.5배의 금액입니다.  

기업에따라평균급여를계산하는기간이다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019년 2월 15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급여로 한 달 평균

급여를계산합니다.   

 계절적영업을하는 중소기업은 2019년 3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의급여로 한

달평균급여를계산해야합니다.  

 2019 년에 영업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2020 년 1 월부터 2020 년 2 월 29 일까지의

급여로한달평균급여를계산해야합니다.  

PPP 융자 대출은 1 천만불이 최대 금액이며, 청구 대상인 직원 1 인당 급여는 최대 10 만불

입니다. PPP융자는 2년 기간으로 이자율은 1퍼센트입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6개월동안 연기할

수있습니다. 별도의시큐리티체크나신원보증도필요하지않습니다.     

또한, 최대 100퍼센트까지원금과미불이자가탕감될수도있습니다. 대출자가대출받은금액

전체를대출일이후 8주내에직원급여, 모기지페이먼트이자, 임대료, 공과금등에사용했으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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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보상금 등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때에만 융자 대출금액 전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별개로 대출금액 탕감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지불에 들어간 비용, 

운영비용등위에언급된조건을입증할기록을남겨야합니다.     

어떤기업이 PPP융자를받을수있나요?  

비영리 단체, 개인기업 및 개인사무소, 자영업, 독립 하청업을 포함해서 총 직원이 500 명

이하인기업은모두 PPP 융자를신청할수있습니다. 특정산업에종사하는기업들은직원이 500명이

넘더라도 SBA (미 중소기업청) 에서 지정한 규격을 충족할 경우 PPP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텔과

식당업 (NAICS 코드가 72 로 시작되는 업종만 포함합니다), SBA Franchise Director 에 가입된 체인

가맹점, 혹은 SBA 에 의해 투자기업으로 지정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는 회사일 경우 직원수가 500 

이상이어도 PPP융자신청이가능합니다. 

PPP융자는어떻게신청할수있나요?  

대부분의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을 포함한 기존 SBA 대출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대출기관에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PPP프로그램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지만자금지원에 한계가있고 대출기관에서신청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걸릴수 있으므로최대한

빨리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서는 PPP프로그램에참여하는대출기관에만제출가능합니다.     

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 (EIDL) 

EIDL융자의조건은? 

 대출가능한최대융자금액은 2백만불입니다.  

 20 만불 이상을 대출할 경우 해당 기업의 20 퍼센트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상환만기일은경우에따라다를수있지만, 이자율은최대 4퍼센트로제한됩니다.   

 대출금상환은 6개월에서 1년까지연기할수있습니다. 

 EIDL로 받은 대출금은 다른 장기 대출을 재융자하거나, 기업 시설이나 기관을 확장하거나, 

배당금이나보너스지급, 기업이전비용등에사용할수없습니다.    

EIDL 융자 우선지급금은 최대 1 만불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가 승인되는 즉시 받을 수

있으며되갚지않아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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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기업이 EIDL융자를받을수있나요? 

비영리 단체, 개인기업 및 개인사무소, 자영업, 독립 하청업을 포함해서 총 직원이 500 명

이하이며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기업은 모두 EIDL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직원이 500명이 넘더라도 SBA (미 중소기업청) 에서 지정한 규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가능합니다.  

EIDL융자와긴급우선지원금은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EIDL 융자는 미 중소기업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 웹사이트

https://www.sba.gov/page/disaster-loan-applications 에서 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지원금이들어오는대로새로운신청서를받고검토할예정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융자프로그램 (MAIN STREET LENDING PROGRAM, MSLP)과중간규모기업

융자프로그램 (MID-SIZED BUSINESS LENDING PROGRAM, MBLP)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Federal Reserve)와 CARES법안이 신규 융자 프로그램인 메인 스트리트

융자 프로그램 (MSLP)와 중간 규모 기업 융자 프로그램 (MBLP)의 전체적인 체계와 몇몇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이 두 개의 신규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MSLP와 MBLP는 탕감

가능한 융자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SLP와

MBLP는 신청 조건에 맞는 경우 최대 직원 1만명 규모의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운영

자본이필요하며다른곳에서자금제공을받을수없다는사실을입증해야합니다.   

메인 스트리트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연방 준비제도

웹사이트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mainstreetlending.htm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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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본 안내서에포함된 정보는전문적인법적조언을 대체할수없으며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및소속변호사들과

본 안내서를 읽는 사람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본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가지고 법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위에 적힌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며 본 안내서는 오직 정보습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법적조언은전문적인변호사와고객관계가성립된이후에만수용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