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하 ‘PPP’) 대출 준비서류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20 년 2 월 15 일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중소기업체로,  종업원 500 명 이하 업체, 비영리단체, 재향군인단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및 독립 계약자들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시행됩니까?  

PPP 는 중소기업체에 급여 외 혜택(유급휴가/병가, 건강보험 및 퇴직급여)을 포함하여, 급여비용에 대해 최대 8 주분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자금의 일부는 모기지 이자, 렌트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지불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대출금 중 최소 75%가 적격 급여비용처리로 사용되고 나머지 25% (또는 그 이하)가 모기지 이자, 렌트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대출금 전액이 탕감되는 방식의 대출로 제공됩니다. 대출 상환은 6 개월 연기됩니다. 탕감되지 못한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 18 개월 동안에 걸쳐 전액 분할상환됩니다. 담보나 개인보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고용주의 직원 유지 또는 신속한 재고용 그리고 유지하는 급여수준에 기초를 둡니다. 마약 풀타임 인원이 감소하거나 

월급여 또는 임금이 줄어들면 탕감액도 줄어들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SBA 에서 인가한 대출기관(어메리칸 세이빙스 뱅크, 뱅크 오브 하와이, 센츄럴 퍼시픽 뱅크, 퍼스트 하와이언 뱅크, 게더 

FCU(Lihue), 하와이 센츄럴 FCU, 하와이 내쇼날 뱅크, 하와이 USA FCU, 카우아이 가번먼트 EFCU, 오하나 퍼시픽 뱅크 

또는 테리토리알 세이빙스 뱅크)중, 귀하께서 이미 은행구좌가 있는 곳에서 신청하십시오. 만약  위 열거한 SBA 인가 

대출기관에 기존구좌가 없다면, 은행비밀법규정 준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대출기관들이 귀하에게 추가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완성 외에도, 신속한 대출처리를 위해 참조될 수 있는 아래에 열거한 서류의 제공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몰비즈니스 (종업원 500 명 미만) 

• 유효한 사진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승인된 서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 법인/설립 증거서류 ((법인정관, 조직정관 등) 

•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코드 (https://www.naics.com/search/) 

• 미국에 거주하는 직원의 수(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임). 단 독립 계약직 또는 H-2 직원은 포함하지마세요. 

• 급여 프로세서 레코드(사용된 경우) 그리고/또는 급여 레코드- 다음을 포함 

o IRS Form 941 (분기별 임금) or IRS Form 944 (역년 임금) 

o 고용주가 지불한 의료 비용 

o 고용주가 지불한 퇴직 비용 

개인사업자, 독립 계약자, 자영업자 

• 유효한 사진 신분증(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승인된 서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 2020 년 2 월 15 일 현재 사업체가 운영 중이었다는 증거서류 

• 독립 계약자를 위한 Form 1099-MISC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2019 IRS form 1040 Schedule C and Schedule SE (or 소득과 비용)  

• 만약 신청자에게 위의 서류가 없다면, 신청자는 적격 급여 금액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은행거래기록, 서류발췌와 같은 다른 

증빙서류를 대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 유효한 사진 신분증(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승인된 서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 승인된 서명자의 납세자 아이디 번호 

• IRS FORM 990 

• 급여 프로세서 레코드(사용된 경우) 그리고/또는 급여 레코드- 다음을 포함 

o IRS Form 941 (분기별 임금) or IRS Form 944 (역년 임금) 

o 고용주가 지불한 의료 비용 

o 고용주가 지불한 퇴직 비용 

            하와이주 비즈니스, 경제개발 및 관광청 - 정보제공 

 

 

 

 

귀하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저희의 최선을 다하지만, SBA 가 경정된 정보 그리고/또는 추가 요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BA 가 인가한 대출기관(은행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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