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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소상공인을 초대하여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자본 비용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확인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소상공인, 코로나19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수령 가능  

  

조사 도구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자본 비용 세금 공제 프로그램의 

적용 자격을 판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초기 도입 도구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자본 비용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긴급명령과 규정을 

준수하거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사 도구에 의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될 때 신청에 대한 링크가 제공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뉴욕의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입혔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부터 직원들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았고 다른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주 경제의 중추이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뉴욕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이 될 것이고 저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절실히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격려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이는 

직원과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Hochul 

주지사님과 매일 우리 경제 재건을 위해 일하시는 뉴욕의 모든 소상공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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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주정부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집행 예산의 일부로 발표된 이 새로운 환급 가능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관련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또는 보호 용품 구입 비용  

·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용하기 위해 공간을 확장하거나 공간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비용  

·     HVAC 장비 구입 비용  

·     실외활동 증가 및 실외공간 확장과 관련된 비용  

·     비접촉식 판매를 촉진하는 기계 및 장비 구입 비용  

  

세금 공제는 최대 50,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 중 적격 비용의 50%(최대 

25,000달러)를 충당하며 프로그램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유자격 사업체는 뉴욕주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직원이 100명 

이하이며, 2021년 과세 연도의 총 수령액이 250만 달러 이하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소 2,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뉴욕주 코로나19 팬데믹 소상공인 복구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기업에 대해 코로나19 비용으로 

5,000달러에서 50,000달러의 유연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수익으로 지급된 비용은 코로나19 

자본 비용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세금 신고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들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ESD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2023년 세금 신고 때까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잠재적 신청자는 심사 도구를 

완성하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SD 웹 

사이트(esd.ny.gov/covid-19-capital-cost-tax-credit)를 참조하십시오.  

  

Anna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이러한 비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고 개방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코로나19 자본 비용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후원하게 되어 

자랑스러웠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심사 도구를 사용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를 권합니다."  

  

Al Stirp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소상공인 위원회(Assembly Small 

Business Committee) 위원장으로서, 저는 항상 지역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한 돕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자본 비용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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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중요한 기금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사 

도구가 추가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자격 요건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000달러의 코로나 관련 자본 투자를 지원하여 비즈니스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읍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뉴욕주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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