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dvance 

(EIDL-A)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기관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금융기관 

최대 1 만불까지 가능 최대 2백 만불까지 가능 최대 1천만불까지 가능

대출 금액 결정 요소들

0.00% 일반 기업 - 3.75% 최고 4% 까지

 비영리단체 - 2.75%

갚지 않아도 됨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10년

첫 번째 페이먼트 - 1년후 납부가능 첫 번째 페이먼트 - 6개월 후 납부가능

1년동안의 이자는 원금으로 더해짐 6개월동안의 이자는 원금으로 더해짐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 자영업자

*기존 SBA 대출 기업으로써 유지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은 자격부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없음 부동산 담보 또는 장비 매출채권 담보가능 없음

$25,000 이하는 담보없음

소요 기간 최소3일 최소 3주 미정

비지네스 운영자금 비지네스 운영자금 직원 급여비용 (월평균 급여비용 참조)

그룹 건강보험

* 장기부채 납부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 장기부채 납부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모기지 또는 부채의 이자페이 (2/15/20 이전 부채에 대하여)

렌트비 (2/15/20 이전 계약에 대하여)

유틸리티 비용 (2/15/20 이전부터 서비스 시작)

탕감 됨 없음 대출승인 날로 부터 8주안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탕감되어짐

탕감된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음

탕감액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줄어들게 될 수 있음

시기 및 방법 현재, 온라인과 서류 접수 가능 현재, 온라인과 서류 접수 가능 금융기관들을 통하여 발표예정

Misc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님께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 하셔서 도움받으십시오.

* 월평균 급여비용에 해당되는 지출 - 샐러리, 커미션, 팁, 

직원베네핏(health insurance, retirement benefit), State & Local 

tax,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 지급액

* 12개월동안 월 평균 급여 비용의 250% 

* 재융자 인경우 - 먼저 받은 EIDL 대출액 (2/15/20 - 6/30/20 

사이에 승인된 EIDL에 한함)

이자율

대출 상환

신청 자격

대출 한도

* 연봉1십만불 이하의 직원이 감봉되었을경우, 가장 최근 급여를 

기준으로 25% 이상 급여가 줄어들게 된 경우

COVID-19 _ SBA Loan & PPP Loan

담보 여부

대출금 사용

탕감 여부

* 2/15/19 - 6/30/19 또는 1/1/20 - 2/29/20 기간안에 평균 풀타임 

직원수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2/15/20 부터 CARES Act 시효날로부터 30일안에 줄어든 

직원수에 대하여 6/30/20까지 재고용이 이뤄지게 되면 탕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월평균 급여비용에 제외되는 지출 - 연봉 1십만불 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외국인 직원, 급여세 원천징수액(FICA,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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