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EIDL 과 PPP 융자 비교 2020년 4월 3일 기준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채권자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7 취급 은행, SBA 심사 관여

대출 최대한도
2백만불

천만불
한도 산정 방식
●대출실행일 기준 과거 12개월 동안 측정된 월 평균
급여비용의 2.5배 (월 평균 급여비용에 25%를
가산하여 두달을 합산)
●계절사업의 경우 2019년 2월 15일 부터 2019년 6월 30
일 혹은 2019년 3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 등의
기간으로 평균 급여비용 산출
>2020년 2월 15일 과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EIDL 을
받고PPP 론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 총 급여비용에
해당금액이 포함하여야 함
>급여비용은 월급, 수수료, 팁, 직원혜택 (건강보험과
은퇴연금 상품 등), 주정부 급여세, 그리고
단독사업자나 독립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포함
함
>급여비용에 10만불이 넘는 개인으로의 급여,
외국인노동자, FICA 와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이자율
3.75% 영리, 2.75% 비영리

1% 고정

대출 기간
30년 까지

2년

첫 상환 / 이자납입
대출 실행일로 부터 1년 이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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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일로 부터 6개월 이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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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과 PPP 융자 비교 2020년4월1일기준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 이용 목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책임과 운영비용

급여비용 (상기 항목에 명시), 그룹 건강보험 혜택, 보험금,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담보대출 또는
기타 채무의 이자 (원금은 해당 안됨),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제공 담보
SBA가 자산에 UCC LIEN 설정

담보제공 없음

개인 연대보증 여부
20% 이상 지분 보유자, LLC의 MANAGING MEMBER,
LP의 MANAGING PARTNER. 단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자산에는 LEIN 을 설정하지 않음

제공할 필요 없음

채무 면제 프로그램의 유무
해당 없음

있음
●대출실행 이후 8주동안 채무자의 지급비용에 대하여
산정됨
●급여비용 (상기 항목에 명시)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발생된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발생된 임대료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발생된 관리비
** 상기에서 언급된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

채무면제금액의 감소 사유
해당 없음

면제 채무의 감소는 하기에 근거함
●종업원의 수: FULL-TIME 종업원의 숫자가 줄어들 경우
채무면제 금액이 감소됨
●2019년 기준 연 10만불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들 중
급여가 25% 이상 감소된 지원이 있는 경우 채무 면제
금액이 감소됨
●재 고용: 2020년 6월 30일까지 2020년 2월 15일 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던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음
●2020년 2월 15일 부터 CARES ACT 의 제정 이후 30일
이후 사이에 이었던 고용형태의 변화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기존으로 되돌린다면 채무면제에 고려되지
않음
●면제된 채무의 금액은 연방세금 목적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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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과 PPP 융자 비교 2020년4월1일기준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AYCHECK PROTECTION PROGRAM

2019년 TAX FILING의 영향 여부
대출신청 하기 전 2019년 TAX FILING 의 여부는
관계없음. 단, SBA는 과거 TAX RETURN 기록 접근 목적
IRS 4506T 양식을 요구할 예정

채권자는 은행이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대출심사 기간
2-3주 그리고 대출집행을 위한 추가 5일

현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음

현재 대출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현재 대출신청과 대출 모두 가능

●SBA는 은행들에게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

●대출승인이 되어도 대출을 꼭 받아야할 의무는 없음
●SBA 는 보통 대출수락여부를 결정할 60일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함
●그렇게 떄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은행들은 대출진행방법에 대하여 준비할 예정
●이러한 준비기간으로 최소 2주를 예상하고 있음

대출신청이가능한 사업체 / 법인, 그리고 제휴 기준
소기업
●SBA가 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은 사업에 따라 다양함
●일반적으로, 500명 미만의 종업원과 $3,500만 불 매출
미만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됨
●SBA 론 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을 검토할 때에는 사업체의
모든 관계사들을 조합하여 규모를 측정함
●즉, 지분관계등으로 같이 관리되는 모든 사업체의
종업원의 수가 합산되어 최대 허용치와 비교, 검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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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 법인은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어야 하며, 총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하여야 함
예외사항
●단독사업자나 독립계약자 그리고 자영업 당사자로만
구성된 개인들
●500명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NAICS CODE가 72 시작으로 구분된 사업체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COMPANIES)
●SBA로 부터 FRANCHISE CODE를 부여 받았거나 한개
이상의 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로 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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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신청 방법
해당 채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에는 FULL-TIME 종업원과 RATE, 대출
이자상환, 그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상기 면제항목에 명시된 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문서들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채무면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출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서약조건들
As part of your application, you need to certify in A GOOD
FAITH CERTIFICATE that:

01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사업운영에 대출이 필요 하다는 것

02

대출금은 종업원의 급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임대료와 관리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

03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것

04

대출 실행 이후 8주동안 발생된 종업원 급여, 종업원의 숫자 변화, 대출금
이자상환, 임대료와 관리 비등 지급비용에 대한 사후 증빙

05

채무면제는 급여비용, 대출금 이자상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급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이 총 채무면제 금액의 25%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

06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법적처벌이 있을 수
있음

Prepared by Stephan S. Lee, CPA, Choi & Lee, CPAs and Associates
2020, © All rights reserved, KACCOC & KA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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