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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8억 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확대 발표   

  

매출이 최대 250만 달러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00달러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권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8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수익이 최대 250만 달러인 기업은 이전 임계 

기준치인 50만 달러에서 인상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한 한도가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커뮤니티가 생존을 위해 

계속 고군분투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이 더 많은 사업체에 개방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모든 기업 

소유주는 이 펀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대부분 연방 비즈니스 회복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뉴욕 주 전역의 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제휴 기관들은 신청 과정에서 안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비롯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 10개 지역에 소재해 있는 2,38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4,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중소기업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선정된 소수 주도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인 ESD와 

Lendistry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문서를 업로드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문서를 제출한 현재의 모든 신청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은 9월 8일 수요일부터 

처리됩니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보조금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1884d74-0e1375b3-518ab441-000babd9f75c-e2328015c700072f&q=1&e=4888f892-ba89-45bc-8403-b67b8610533b&u=https%3A%2F%2Fnysmallbusinessrecovery.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6c13f5a-595a079d-06c3c66f-000babd9f75c-a335b2658d332456&q=1&e=4888f892-ba89-45bc-8403-b67b8610533b&u=https%3A%2F%2Fnysmallbusinessrecovery.com%2F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최고운영책임자 겸 상임 부커미셔너인 

Kevin Youn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미국 중소기업 

커뮤니티에 유례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추가적인 중소기업이 회복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뉴욕주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공 경제 개발 및 중소기업 위원회(Committee on Commerce, Economic. 

Development, and Small Business)의 의장인 Anna M.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중소기업들을 위해 8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회복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 자금을 

지원하고자 했던 모든 사업체에 자금이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개발공사가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대상을 확대하여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기업에 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nysmallbusinessrecovery.com을 방문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하원의원이자 의회 경제 개발 위원회 의장인 Harry Bronso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전체적인 사업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밟아감에 따라, 주정부 

지원이 기업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서, 저는 소유주와 직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시기에 확대 적용되었는데, 이는 

팬데믹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직원들의 실업급여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진 건강한 사업체를 만드는 데 달려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바로 그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이자 의회 경제 개발 위원회 의장인 Al Stirpe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더 많은 기업에 중요한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밟아야 하는 상식적인 단계이며, 마침내 이러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8억 달러 프로그램 중 지금까지 4천 

8백만 달러만 지급되었습니다. 즉, 팬데믹 기간 동안 생존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기업이 이러한 자금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Hochul 주지사와 함께 가능한 한 이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할 것입니다."  

   

최소 5,000달러와 최대 50,000달러 보조금은 뉴욕주 기업의 2019년 연간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환 가능한 코로나19 제반 비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에 발생해야 하며 급여 비용, 뉴욕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업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지급, 지방 재산세 또는 교육세 지급, 보험 및 공공 요금, 근로자 보호와 

소비자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구입 비용 및 난방, 환기 및 에어컨 비용 

또는 기타 기계 및 설비 비용, 그리고 코로나19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해 

구입한 소모품 및 자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SD는 웹사이트(NYSBusinessRecovery.ny.gov)를 만들어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이 

웹이트에는 팬데믹 구제 대책을 강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정보와 자금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nysbusinessrecovery.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a426684-45d95e59-1a409fb1-0cc47aa8c6e0-7d96790ded55d37b&q=1&e=175eb95b-eecb-4752-a866-15d11658a642&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63989B10708679D08525870D00551FD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