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어떻게 지원하나요: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현재 SBA 7(a) 금융기관 또는 어떠한 정부 보증 금융 기간, 정부 

크레딧 유니온, 그리고 농업 신용 기관 (Farm Credit System institution) 등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규제를 받는 대출기관들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등록할경우 곧 가능할 예정 

입니다.  지원희망자 분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 대출기간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여보호 프로그램에 헤택을 받으실수 있는 대출기관들을 찾을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paycheckprotection/find 
 
아래는 작성가능한 PDF 지원서류의 링크입니다.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2483-paycheck-protection-program-borrower-application-
form-revised-june-12-2020 
 
아래의 사항들이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로 피혜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SBA’s size standards 에 맞으셔야 합니다. ( 산업별 규모 규정에 

맞던지 혹은 다른 대체가능한 표준 규모 규정에 맞으셔야 합니다) 

• 어떤 비지니스도 가능하며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501(c)(19) veterans organization, or 
Tribal business concern (sec. 31(b)(2)(C) of the Small Business Act)  

• 최대 500 명의 직원의 회사이시거나 또는 

• 500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신다면 SBA 산업별 규모 사이즈 가이드라인에 맞으셔야 합니다. 

• 어떤 비지니스가  NAICS Code 가 72(숙박, 음식관련 산업)로 시작하시고한군데 이상의 물리적인 

사업공간을 가지고 계시며 직원수가 한 장소당 500 명의 직원이 넘지 않으시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독립적인 계약 사업자, 

이프로그램에서는: 
• 만일 대출금액을 금여지급과 모기지 이자,렌트 그리고 유틸리티에 사용하셨다면 대출금은 

완전히 면제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신청자들로 인해, 면제 받으신 금액중에 최소한 60% 

이상의 금액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쓰셔야 합나다) 

• 대출금 상환은 6 개월간 유예 됩니다. 

•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사업자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것입니다. 

https://www.sba.gov/paycheckprotection/find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2483-paycheck-protection-program-borrower-application-form-revised-june-12-2020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2483-paycheck-protection-program-borrower-application-form-revised-june-12-2020


• 6 월 5 일 이전에 발행 된 대출의 만기는 2 년입니다. 6 월 5 일 이후에 발행 된 대출의 만기는 5 

년입니다. 

• 모든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1%.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
program-ppp 
 
참고 특별히 섹션 타이틀” Loan Details and Forgiveness” 을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SBA’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requently Asked Questions”) 
 
만일 여러분들께서 지원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뉴욕 SBDC 센터에 

연락해주세요. New York SBDC center nearest you.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faq-lenders-borrowers
http://www.nyssbdc.org/selector/ReqForCons/formo.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