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뉴욕주
COVID-19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신청 가이드
(21/09/08 개정)



보조금 액수

보조금은 2019년 기업의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뉴욕주 COVID-19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시작하는 말

뉴욕주 COVID-19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은 COVID-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소재의 현재 존속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영리 독립
예술문화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 COVID-19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www.nysmallbusinessrecovery.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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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수입(2019년) 보조금 액수

$25,000-$49,999 사업체당 $5,000

$50,000-$99,999 사업체당 $10,000

$100,000-$2,500,000 총수입의 10%
(최대 $50,000)

*"총수입" 산출방식은 슬라이드 5를 참조하세요.

보조금 액수와 산출방식은 Empire State Development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nysmallbusinessrecovery.com/


3. "영리 독립 예술문화단체"는 뉴욕주에 소재하는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민간 영리 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라이브 공연장, 기획사, 제작사, 또는 공연 관련
사업자 중 COVID-19 보건 안전 정책에 의해 손실을
입었으며, 임시파견 직원을 제외하고 정규직 직원이 100명
이하인 단체를 말합니다. 상기 정의에 따라 수급 자격이
있는 단체로는, 건축, 무용, 디자인, 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미디어, 문학, 박물관 운영, 비주얼 아트, 민속공예, 
주조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가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COVID-19 보건 안전 정책"은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도 주지사 행정명령 제202호, 연장
또는 후속명령, 또는 COVID-19 대책으로서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그 외 법령, 규칙, 또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정의

1. "소기업"은 소재지를 뉴욕주로 하며, 뉴욕주에서 설립되어
뉴욕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등록되었으며, 
소유권 및 운영권이 독립적이며,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인 기업이
아니고, 직원은 100명 이하인 기업을 가리킵니다.

2. "소상공인"은 소재지를 뉴욕주로 하며, 뉴욕주에서 설립되어
뉴욕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등록되었으며, 
소유권 및 운영권이 독립적이며,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인
사업체가 아니고, 직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체 또는 자영업자를
가리킵니다.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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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자격조건

• 현재 존속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및 영리 독립예술문화단체(이하
"적격 지원자")로, 2019년 3월 1일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운영해야 합니다(COVID-19 규제정책으로
인해 휴업 중인 경우는 허용됩니다).
o "생존 가능성"은 신청인이 2019년도 연방 세금 신고서에

보고한 순이익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2019년도 순이익이
흑자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아래 참조).

• 적격 지원자는 COVID-19 팬데믹 또는 COVID-19 보건 안전 정책
준수로 인하여 총수입 손실을 겪었으며 그 결과 사업을 전환, 
중단 또는 휴업하게 된 사업체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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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자격조건(계속)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2019년 또는 2020년의 총수입이 신청인이 제출한 연방

세금 신고서에 반영된 대로 연간 $25,000 이상 $2,500,000 
이하

• 국세청(IRS) 양식 제1120호 또는 제1065호의 1a행, 
• 국세청(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C의 1행, 또는
• 국세청 양식(IRS) 제1040호 Schedule F의 1a행 및

2행의 합

2. 2019년 사업수익에서 순이익이 흑자인 경우($1 이상) 
• 국세청(IRS) 양식 제1120호의 28행(IRS 양식

제1120S호의 21행), 
• 국세청(IRS) 양식 제1065호의 22행, 
• 국세청(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C의 31행, 또는
• 국세청(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F의 34행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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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경우별로 총수입이 2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인이 제출한 2019년 및 2020년에 제출한
연방세금신고서에 반영된 대로이고, 2020년 팬데믹 실업
수당,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 뉴욕주 노동부가 검증한
임금 손실 지원를 포함합니다.

• 2019년도 연방 세금 신고서(IRS 양식 제1120호 또는
제1065호의 1a행, 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C의
1행, 또는 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F의 1a행 및
2행의 합)와, 2020년도 연방 세금 신고서(IRS 양식
제1120호 또는 제1065호의 1a행, 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C의 1행, 또는 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F의 1a행 및 2행의 합)의 차이(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를 근거로 하여 손실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손실 규모는 반드시 연간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9년에 부분 과세 연도가 있는
기업은 2020년에 비교 가능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25% 손실을 계산합니다.



수혜 자격조건(계속)

4. 2020년 사업소득 환급에서 총경비가 보조금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o 신청인이 제출한 2020년도 연방세금신고서에

기재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총 경비 및 보조금
액수를 산출합니다.

5. 연방, 주,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규범 및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6. 2020년 7월 15일 이전에 연방세, 주세 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단 승인된 상환 또는 연기
계획이 있거나, 연방, 주, 지방 세무당국과의 그 외 적용
가능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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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방 정부의 2021년도 미국구제계획법 또는 그 외 운영 중인
연방 COVID-19 경제 회복 또는 사업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연방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면제된 대출금 포함)의 수혜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상기 연방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적격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연방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총액 $250,000 이하

• COVID-19 EIDL 사전 보조금 $10,000 이하

• COVID-19 EIDL 추가 대상 사전 보조금 $5,000 이하

• SBA 휴업사업체 보조금



추가 정보

• 적격 지원자는 적격 지원자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주, 지역
또는 기타 기관의 명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뉴욕주가 수용 가능한 증빙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금이 한정적이고 신청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체 유형, 소재지, 산업분야가 보조금 수령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 통계 데이터에 의거하여,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NYS 인증 불필요), 상이 퇴역 군인 소유 기업, 
퇴역 군인 소유 기업, 또는 2020년 3월 1일 이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업주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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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청인은 필수서류를 신청 후 14일 이내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모든 필수서류를
올리지 않으면 신청 마감으로 간주합니다.
o 신청이 마감되고 신청 기간이 열려 있을 경우에 재고를

위해 귀하께서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부적격 기업

• 비영리 단체, 교회 및 그 외 종교 단체,

• 정부 소유 법인 또는 선출 공직자의 사무실,

• 정치 또는 로비 활동에 주로 관여하는 기업,

• SBA 요식업체 활성화 보조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기업,

• 집주인 및 부동산 소득사업,

• 불법적인 사업체 및 기업, 및

• ESD에서 지정한 그 외 산업 또는 사업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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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보조금 사용처

보조금은 반드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에
발생한 COVID-19 관련 비용 보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용도가 포함됩니다:
1. 급여,
2. 뉴욕주 기반 부동산의 상업용 임대료 또는 모기지 상환(다른

임대료 또는 모기지 중도 상환은 불가),
3. 뉴욕주 내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된 지역 재산세 또는 학교세

납부,
4. 보험료,
5. 공과금,
6. 근로자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 보호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E) 

비용
7. 난방, 환기 및 공조(HVAC) 비용,
8. 그 외 기계 또는 장비 비용,
9. COVID-19 보건 안전 정책 준수에 필요한 용품 및 재료 경비, 

또는
10. 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승인한 그 외 문서화된 COVID-

19 비용. 

보조금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본 프로그램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은 사업 지원을 위한 연방 COVID-
19 구제책 패키지 또는 그 외 뉴욕주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대출금의 상환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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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필수서류

1. 총수입 손실 또는 재정 곤란 증빙서류: 2019년 및 2020년의
사업 소득세 신고서

• 기업 및 LLC의 경우: IRS 양식 제1120호
• 파트너십(책임조합)의 경우: IRS 양식 제1065호 및

Schedule K-1s
• 자영업자의 경우: IRS 양식 제1040호 및 Schedule C

o 개인 영농 사업자의 경우: 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F

참고: 2019년 및 2020년에 제출한 연방 세금 신고서 전체가
필요합니다.

2. 작성 완료된 IRS 양식 제4506-C호(Lendistry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사업장 위치 및 현재 운영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2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현재 임대 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 현재 거래은행 명세서
• 현재 사업 모기지 명세서
• 비즈니스 신용 카드 명세서
• 전문 보험 청구서
• 결제 처리 명세서
• 뉴욕주 ST-809 또는 ST-100 판매세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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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필수서류(계속)

4. 소유권 명세서(개인 사업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지분이 20% 
이상인 모든 소유주의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미국인
소유주가 아닌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지분 비율, 사진 첨부 신분증을 기재한 목록:

• 보조금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유주/신청인은 반드시
지분이 적어도 20% 이상인 소유주여야 하며,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미국인 소유주가 아닌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지분 비율, 사진 첨부
신분증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지분이 20% 
이상인 모든 소유주의 소유권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미국인 소유주가 아닌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지분 비율, 
사진 첨부 신분증을 기재한 목록.

• 미국 시민이 아닌 소유주는 IRS 양식 CP565를 통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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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 수 증빙서류: 고용주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제출한 NYS-45 
양식.

6. 사업 조직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
• 현재 사업자등록증
• 현재 사업 증명서
• 조직 인증서
• 상호(DBA) 증명서
• 뉴욕주 권한 인증서
• 정관
• 뉴욕주에서의 영업 허가를 증명하는 뉴욕주 지자체 발행

문서.

7. 보조금 분배용: IRS W-9 양식 및 은행 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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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예시



총수입 손실 또는 재정 곤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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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LLC 
국세청(IRS) 양식 제1120-

S호

파트너쉽
양식 제1065호 Schedule 

K-1

단독 소유자
(영농 사업자의 경우)
양식 제1040호 Schedule 

F

작성 완료된 4506-C
(Lendistry에서 요구하는

경우)



사업 조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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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등록증 현재 사업 증명서



사업 조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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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명서 상호(DBA) 증명서



사업 조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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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인증서 정관



사업장 위치와 현재 운영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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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사업장 위치 및 현재 운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음 중에서
2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임대 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 현재 거래은행 명세서
• 현재 사업 모기지 명세서
• 비즈니스 신용 카드 명세서
• 전문 보험 청구서
• 결제 처리 명세서
• 뉴욕주 ST-809 또는 ST-100 판매세 고지서

주의사항: 위에 기재된 서류 중, 월별 명세서는 반드시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기타 서류는 가장 최근에
서명 또는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NYS ST-809 



사업 조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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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00 판매세 서류 고용주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제출한 NYS-45 양식.



지원서 검토
지분이 20% 이상인 모든 소유주의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또는, 미국인 소유주가 아닌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지분 비율, 사진 첨부 신분증을
기재한 목록.

이 양식은 포털에서 또는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일람표
뉴욕주 COVID-19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

https://nysmallbusinessrecovery.com/wp-content/uploads/2021/07/New-York-Recovery-Grant-Program-Additional-Owner-Form-REVISED.pdf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자금 지원 승인을 받은 적격 신청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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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 은행 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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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증서
양식의 다운로드 및 작성법



신청 인증서

신청 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신청 인증서에 서명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신청 인증서는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서명된 신청 인증서를 포털에
업로드해 주십시오. 보조금 심사에 필요합니다.

신청 인증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다운로드하여 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2. 인쇄하여 수기로 작성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신청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 인증서를 포털에 업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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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ysmallbusinessrecovery.com/wp-content/uploads/2021/08/NYS_Application-Certification-Lendistry-8.25.21-FILLABLE.pdf


신청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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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여기를 클릭하여 신청 인증서를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아이콘을 클릭하여 컴퓨터에 신청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3단계: 인증서를 데스크톱에 저장합니다.

4단계: 데스크톱에서 신청 인증서를 찾아 파일을
엽니다.

5단계: 신청 인증서가 PDF 파일 형식으로 열릴
것입니다. 번호가 매겨진 전체 항목 옆에 이니셜을
입력하고, 5페이지에 서명과 비즈니스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6단계: 메뉴의 파일 > 저장으로 이동하거나
키보드의 CTRL+S를 눌러 작성을 완료한 신청
인증서를 저장합니다.

7단계: 작성한 신청 인증서를 포털에 업로드합니다.

https://nysmallbusinessrecovery.com/wp-content/uploads/2021/08/NYS_Application-Certification-Lendistry-8.25.21-FILLABLE.pdf


신청인 인증서를 인쇄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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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여기를 클릭하여 신청 인증서를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청 인증서를 인쇄합니다.

3단계: 검은색 펜으로 신청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글씨여야
합니다.

4단계: 작성한 신청 인증서를 스캔하여 포털에 업로드합니다. 

https://nysmallbusinessrecovery.com/wp-content/uploads/2021/08/NYS_Application-Certification-Lendistry-8.25.21-FILLAB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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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령



팁 #1: 구글 크롬을 사용하십시오

지침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마치려면 전체 신청 과정에서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외의 웹 브라우저는 저희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구글 크롬이 깔려 있지 않으면
https://www.google.com/chrom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구글 크롬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세요.

1. 캐시 정보 삭제하기: 캐시 데이터는 이전에 사용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주로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 검색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캐시 데이터는 예전 암호나 이전에 잘못 입력된 정보 등
오래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2. 시크릿 모드 열기: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정보를 비공개로
입력할 수 있고 귀하의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캐시로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팝업 차단 기능 해제하기: 신청 절차에서 귀하가 입력하신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팝업 메시지가 여러 개 뜨게
됩니다. 구글 크롬의 팝업 차단 기능을 반드시 해제해야 팝업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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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chrome/


지침

1.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이동하여,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선택합니다

팁 #2: 캐시 정보를 삭제합니다.

27

3. "데이터 삭제"를 선택합니다

뉴욕주 COVID-19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



지침

웹 브라우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고, "새 시크릿 창"을 선택합니다. 브라우저가 새 창을 열 것입니다.

팁 #3: 시크릿 모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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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팁 #4: 팝업 차단 기능을 해제합니다.

29

1. 구글 크롬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점 세 개를
클릭하고 "설정"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3. "사이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4. "팝업 및 리디렉션"을 선택합니다

5. 버튼을 클릭하면 파란색 으로
바뀌고 상태 역시 "차단"에서
"허용"으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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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5: 모든 문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침

전자 문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정렬되어 있으며 방해가 되는 배경이
없어야 합니다. 

문서 업로드 시 주의사항:
• 모든 문서는 반드시 PDF 형식이어야 합니다(.IMG 파일과 .JPEG 

파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파일 크기는 반드시 15MB 미만이어야 합니다.
• 파일명은 특수문자(!@#$%^&*()_+)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 포털에 암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암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저희가 문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스캐너가 없을 경우, 다음의 무료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0

올바른 사례

잘못된 사례

뉴욕주 COVID-19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

Genius Scan
애플 |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안드로이드 |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Adobe Scan
애플 |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안드로이드 |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https://apps.apple.com/us/app/genius-scan-pdf-scanner/id37767287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hegrizzlylabs.geniusscan.free&hl=en_US&gl=US
https://apps.apple.com/us/app/adobe-scan-mobile-pdf-scanner/id1199564834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dobe.scan.android&hl=en_US&gl=US


팁 #6: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세요

지침

신청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기입하신
이메일 주소로 알림 사항 및 추가 지시사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 다음과 같은 이메일 주소는 저희 시스템에서 허용 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info@
으로 시작하는 이메일예: info@mycompany.com

@contact.com 또는 @noreply.com
으로 끝나는 이메일예: example@contact.com
예: example@nore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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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7: 선호하는 언어로 신청서를 번역합니다.

지침

신청서는 다음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 스페인어
• 중국어(간체)
• 러시아어
• 이디시어
• 벵갈어
• 한국어
• 아이티 프랑스어
• 이탈리아어
• 아랍어
• 폴란드어
• 힌디어
• 독일어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콜센터 또는 www.nysmallbusinessrecovery.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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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smallbusinessrecov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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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이 보조금의 신청은 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관리하고 Lendistry에서
주관합니다.

시작하기 전, 귀하는 신규 신청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한꺼번에 여러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잠재적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귀하의
신청서 작성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신청서를 전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신청서의 '시작하기' 섹션에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여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받으십시오. 귀하의 계정을 활성화하면, 도중에
저장한 신청서를 불러와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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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신청 절차 시작하기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름
• 성
• 이메일
• 전화번호
• 사업체명
• 사업체 우편번호
• 소개한 사람(이 란을 선택해도 귀하의 신청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선호하는 언어

주의사항: 이 섹션에는 반드시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알림 사항 및 추가 지침은 귀하가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의 사례는 "신청
요령"을 참조하세요. 

SMS/문자 정책
귀하의 보조금 신청 진행 상황을 SMS/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SMS/문자로 알림 사항을 받으시려면,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약관을
읽은 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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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소유주의 세부 정보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소유주의 이름
• 소유주의 성
• 소유주의 이메일
• 소유주의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카운티
• 소유주의 생년월일
• 소유주의 사회보장번호(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 소유 지분 비율

이용 약관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함을 확인하는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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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비즈니스 정보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업체명
• DBA(해당하는 경우)

참고 사항: 귀하의 사업체에 DBA가 없는
경우, 해당 란에 "NONE(없음)"을
입력하세요. 

• 사업체 EIN
• 사업체 전화번호
• 사업체 유형
• 법인 여부
• 사업체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카운티
• 사업 시작일
• 사업체 웹사이트

참고사항: 귀하의 사업체에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 란에 "none.com"을 입력하세요.

37뉴욕주 COVID-19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



섹션 4: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보조금의 목적
• 예상 보조금 자격 금액

참고사항: 신청 가능한 보조금 금액은
귀하의 2019년도 총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9년도 연간 총수입(세금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귀하의 사업은 2019년도에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IRS 양식 제1120호의 28행, 
IRS 양식 제1065호의 22행, 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C의 31행, 또는 IRS 
양식 제1040호 Schedule F의 34행)

• 정규직 직원 수(2020년)*
• 시간제 직원 수(2020년)*
• 창출한 일자리 수(2020년)
• 유지 가능한 일자리 수(2020년)

*모든 소유주는 직원 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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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5: 비즈니스 인구통계 정보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주 대상 고객은 누구입니까?
o B2B: 기업 대상

다른 사업체에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
o B2C: 일반 소비자 대상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
• 귀하의 사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업체 유형은

무엇입니까?
•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NAICS 코드*
• 여성 소유의 사업입니까? **+

• 퇴역 군인 소유의 사업입니까?**
• 장애가 있습니까?**
• 인종은 무엇입니까?
• 민족은 무엇입니까?
• 프랜차이즈입니까?
• 소수 민족 소유의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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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CS 코드 시스템은 연방통계기관에서 미국 경제 관련 통계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게시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NAICS는 자체 할당 시스템으로, 코드를 부여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업이 자사의 주요 비즈니스 활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코드를
선택하고 필요할 때 해당 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NAICS 코드는 웹사이트 www.naics.com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사업체 소유권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개인

+NYS 인증 불필요

http://www.naics.com/


섹션 6: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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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신청일 기준으로 귀하의 사업체는 운영 중입니까?
2. 귀하의 사업체는 현재 영리 목적의 사업체입니까?
3. 해당 연방, 주,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규범 및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까?
4. 2020년 7월 15일 이전에 연방세, 주세 또는 지방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승인된 상환, 연기 계획이 없거나 적절한 연방세, 주세 및 지방
세무당국과 합의한 일이 없습니까?

5. 귀하의 사업체는 위에서 정의한 영리 독립예술문화단체에 속합니까? 
(답변이 '예'인 경우, 신청서의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6. 상이 퇴역 군인 소유의 기업입니까?
7. 귀하의 사업체는 근로자협동조합에 해당합니까?
8. 소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자가 소유한 기업, 

예를 들어 소수민족, 여성, 상이 퇴역 군인 또는 퇴역 군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사회(미국 인구조사통계 기준)에 위치한 기업입니까?

9. 2019년도 연간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세금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10. 2020년도 연간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세금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11. 2019년에 몇 개월간 영업했습니까?
12. COVID-19 팬데믹 동안 귀하의 사업체는 COVID-19 관련 긴급자금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13. NYS 기술 지원 제공 업체(NYS Technical Assistance Provider)에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았습니까?

14. 기업가 지원센터(EAC)에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았습니까?
15.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CDFI)에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았습니까?
16. 상공회의소에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았습니까?
17. 소기업 개발 센터(SBDC,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에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았습니까?
18. 현재 기술 지원이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19. 현재 대출을 필요로 합니까?



섹션 7: 확인

지침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신청서를 저장하고 나중에 완료하고 싶을 경우
NO(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저장하고 나중에 완료하려면 NO(아니오) 를
선택하고 "저장 후 나중에 계속"을 클릭하세요. 주의사항: 
보조금 심사를 받으려면 신청서 작성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제출하려는 경우: YES(예)를
선택합니다.
기입한 정보가 모두 정확하고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려면
YES(예) 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세요. 주의사항: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웹 브라우저에서 팝업
차단 기능을 해제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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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청인은 필수서류를 신청 후 14일 이내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모든 필수서류를 올리지
않으면 신청 마감으로 간주합니다.



섹션 8: 확인 메시지

지침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후속 절차
포털에서 사용할 username과 비밀번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 다음 단계를
모두 마치시기 바랍니다:
1. 계정을 활성화하고 포털에 로그인하세요.
2. 모든 필수서류를 지정된 형식으로 업로드하십시오.
3. 저희가 귀하의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고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귀하의 은행 정보를
연결하십시오(수혜자로 선정된 신청인 한정).

계정을 활성화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려면 username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받은편지함에서 no-
reply@mylendistry.com에서 발신한 이메일을 찾으세요. 없는
경우 Clutter, Junk, 스팸메일 보관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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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9: Uesername과 비밀번호 찾기

지침

1. 지원금 신청의 "신청 절차 시작하기" 섹션에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이메일로 포털에서 사용하는
username 및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받은 편지함에 해당 이메일이 없으면, 스팸 및 정크메일
보관함을 확인해 보십시오.

2. "로그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를 클릭해 계정을
활성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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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업로드
포털에 문서를 업로드하는 방법



포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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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검토하여 문서를 올바르게
업로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빨간색 별표(*) 가 붙은 문서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는 즉시

필요합니다.

• 파란색 별표(*) 가 붙은 문서는 심사 1단계를 통과하여 나머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심사 1단계를
통과하면 연락을 드립니다.

• 은행 정보는 보조금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귀하의 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인 경우 N/A(해당 없음)를
선택해 주십시오. 

• 모든 문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PDF 파일
크기는 15MB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 페이지로 된 문서는 단일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은 특수문자(예: ~!@#$%^&*()_+)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포털은 특수문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 문서에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 포털에 암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모든 신청인은 필수서류를 신청 후 14일 이내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모든 필수서류를 올리지
않으면 신청 마감으로 간주합니다.



1단계: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폴더를 펼칩니다.

2단계: "파일 찾기"를 클릭하여 귀하의 기기에서 문서를 찾습니다. 모든
문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3단계: 
• 문서에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서 YES(예) 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 문서에 암호가 걸려 있지 않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NO(아니오) 를
선택하고 암호란을 비워둡니다. 

• '문서 업로드'를 클릭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문서의 상태가 '보류'에서
'완료'로 변경됩니다.

포털에 문서를 업로드하는 방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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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보 연결
(보조금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필요)



Lendistry는 제3사의 기술(Plaid)을 이용하여 미국의 은행 또는
신용조합의 계좌를 Lendistry 포털 등의 앱에 연결하여 ACH 이체를
설정합니다. 제3사는 귀하의 허락 없이 외부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Plaid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에는 Plaid의 최종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적용합니다(https://plaid.com/legal/#end-user-privacy-policy). 
Lendistry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귀하의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해당 은행 인증방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공업체의
기술이 귀하의 금융기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인증방법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해 은행
계좌를 인증해 주십시오.

Lendistry 포털에서 Plaid로 은행 계좌를 인증하는 방법

1단계
• '은행 계좌 연결'을 클릭하여 Plaid 창을 엽니다. 
• Plaid에서 귀하의 거래 은행을 찾으십시오. 
• 귀하의 온라인 뱅킹 계좌에 로그인하여 Lendistry 포털과
연결하십시오. 

2단계
인증방법을 불문하고 2단계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은행 정보를 기입하세요. 
• "기업 계좌명"은 계좌 유형을 입력하는 란이 아닙니다. 이 란은
계좌의 이름을 입력하는 란으로, 반드시 은행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귀하의 기업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귀하의 사업체 유형이 자영업자인 경우, 은행 계좌는 반드시
비즈니스 당좌 예금 계좌여야 하며 귀하의 성명 또는 DBA와
일치해야 합니다.1단계 2단계

귀하의 은행 정보를 포털에 연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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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id.com/legal/#end-user-privacy-policy


•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신청을 진행하려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계좌로 기업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o 기업 계좌는 귀하의 신청서 및 거래 은행명세서 상 기업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o 귀하의 사업체 유형이 자영업자인 경우, 은행 계좌는 반드시

비즈니스 당좌 예금 계좌여야 하며 귀하의 성명 또는 DBA와
일치해야 합니다.

• 개인 계좌를 기업 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o 신청인께서 기업 계좌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매우
권장해 드립니다.

• 신청은 기업 계좌 없이 진행될 수 없으며 부적격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 계좌가 없을 경우 할 것
현재 사용 중인 은행 또는 은행 연합회에 가입된 곳에 가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은행 연합회 웹사이트 | https://ibanys.net/

기업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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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bany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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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에
신청 상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귀하가 해야 할 일)



심사 중, 확인 보류 중 마감 중, 문서 out/지원금 보류 중

신청 대상: NYR 신청 대상: NYR 신청 대상: NYR

예상되는 귀하가 예상하는 보조금
금액은:

$0.00

예상되는 귀하가 예상하는 보조금
금액은:

$10,000.00

예상되는 귀하가 예상하는 보조금
금액은:

$10,000.00

포털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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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였지만
완료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포털에
로그인하고 신청서의 모든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보조금 심사를
받으려면 신청서 작성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선정
과정 대기 중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귀하의
신청서는 현재 자격 심사 중입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귀하의 선정
결과 공지는 이메일로 확인하십시오. 
귀하는 선정되셨거나, 대기자 명단에
올랐거나, 또는 선정되지 않으셨습니다. 

심사 중, 
확인 보류 중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저희
프로그램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고 신청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선정되셨습니다. 
선정되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Lendistry가 귀하의 신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모든
필수서류는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주십시오. 

대기자 명단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일차적으로 지원금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결정되었고 검증을
위한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귀하의
서류들이 모두 제대로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되는 귀하가 예상하는 보조금
금액은:

$10,000.00

신청 대상: NYR

현재 대기자 명단에 있습니다 마감 중, 문서 out/지원금 보류 중

예상되는 귀하가 예상하는 보조금
금액은:

$10,000.00

신청 대상: NYR

귀하의 신청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은
선정되지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귀하의 신청서는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귀하의
신청서가 오류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저희
콜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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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보 연결
(보조금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필요)

신청 및 언어 지원은 877-721-0097 또는 www.nysmallbusinessrecovery.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http://www.nysmallbusinessrecov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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