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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경제 피해 재난 대출 (EIDL)   - COVID-19 (코로나 19) 

***이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 제공됩니다. 

 Finance One 은 이 자료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청 (SBA)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수익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체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기존 장기부채를 

재융자하거나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기존 대출의 납입금은 가능) SBA 대출을 

포함한 연방 부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기업체는 SBA 재난 대출을 통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 가능합니까? 

미국의 모든 주와 미국령의 모든 소규모 사업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로 인해 저금리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2020 년 1 월 31 일 이후에 설립 된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SBA 대출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이있는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특정 분야의 사업체 (예 : 도박, 종교 단체 등)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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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Small Business)”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중소기업의 정의는 각 산업의 분야마다 다릅니다. 의류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직원 

수로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의류업의 최대 직원 수 : 

Subsector 315—Apparel Manufacturing (의류 제조업) 

Maximum number of 

employees (최대 직원수) 

Hosiery and Sock Mills 750

Other Apparel Knitting Mills 750

Cut and Sew Apparel Contractors 750

Men's and Boys' Cut and Sew Apparel Manufacturing 750

Women's, Girls', and Infants' Cut and Sew Apparel 

Manufacturing 750

Other Cut and Sew Apparel Manufacturing 750

Apparel Accessories and Other Apparel Manufacturing 500

 

대출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청 비용이 없습니다. 

 조기 상환 페널티가 없습니다. 

 최대 $ 2,000,00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이자율은 3.75 %, 비영리 단체의 경우는 2.75 % 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 년 입니다.  

* 실제 대출 금액과 조건은 SBA 에 의해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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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25,000 이  넘는 재난 대출에는 담보가 필요하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 사항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재산이 있는 경우, 

SBA 에서 담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SBA 재난 대출을 받기위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Step 1 : 신청하기 

빠른 처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https://covid19relief.sba.gov/#/ 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SBA 는 최종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에게 $ 10,000 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선급금은 신청서 제출 후 3 일 이내에 지원됩니다. 연간 10 만 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위한 급여 및 SBA 가 허용하는 기타 사업 비용에 대해 이 자금이 사용되었다면 SBA 

대출이 거부되어도 이 대출금은 상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섹션”에서“최대 $ 10,000 이상의 대출을 고려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be 

considered for an advance of up to $10,000”)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2. ** SBA 재난 지원 대출 담당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 Form 4506-T (20 % 이상 사업 소유권 보유자,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 또는 LLC 의 주요 

멤버 그리고 모기업, 자회사 및/또는 공동 소유권 또는 공동 경영자를 포함 관련 된 모든 

제휴사업의 50% 이상 사업 소유권을 보유한 모두가 서명해야함)  

- SBA  Form 2202 (Schedule of Liabilities);개인 사업자는 작성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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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의 전체 사본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하며 개인  사업자는 제공할 필요 없음) 

- SBA Form 413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해당 비지니스의 20% 이상을 소유한 모든 

주체,  파트너 또는 주요 멤버 모두가 작성해야함 (개인 사업자는 제공할 필요없음).  

-IRS Form 4506-T 에 서명한 모든 개인의 최근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전체 사본 

-2019 FYE 재무 제표(2019 연방 소득세를 아직 납부 하지 않은 경우)  

-2020 년 YTD 재무 제표 

- SBA Form 1368 (Additional Filing Requirement) 과 월별 판매량 

 3. 신청자는 1-800-659-2955 로 전화하거나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로 이메일을 

보내 본인 신청서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 SBA 의 검토 및 대출 결정 

1.  재난 대출 담당자는 각 신청자의 신용을  검토하고 대출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2.  대출 담당자는 각 신청자와  함께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대출 최종 결정까지는  보통  2 ~ 3 주가 소요됩니다. 

 

Step 3 : 대출 마감 

1. SBA 에서 서명을 위해 신청자에게 대출 마감서류(Loan Closing Document)를 보냅니다 

2. $ 25,000 의 초기 지불액은 SBA 에서 서명된 서류를 받은후 5 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남은 대출금은 대출 담당자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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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자들의 접속으로 인해 SBA 웹 사이트의 중단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류를 이메일(disasterloans@sba.gov)로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요청한 서류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Processing & Disbursement Center 

Attn: ELA Mail Department 

P.O. Box 156119 

Fort Worth, TX 76155 
 

 

 

 

 

 

 

 

 

 

 

 

 

 

 

 

 

 

 

 

 

 

 

출처:  

https://www.sba.gov/disaster‐assistance/coronavirus‐covid‐19 

https://disasterloan.sba.gov/ela/Documents/Three_Step_Process_SBA_Disaster_Loans.pdf 

https://disasterloan.sba.gov/apply‐for‐disaster‐loan/index.html 

https://www.ecfr.gov/cgi‐bin/text‐

idx?SID=b919ec8f32159d9edaaa36a7eaf6b695&mc=true&node=pt13.1.121&rgn=div5#se13.1.121_1201 

https://www.benefits.gov/benefit/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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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report.com/business/impacted‐by‐covid‐19‐no‐collateral‐needed‐for‐sba‐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3/26/small‐business‐administration‐loan‐faq/ 

https://www.sba.gov/page/coronavirus‐covid‐19‐small‐business‐guidance‐loan‐resources 

https://www.forbes.com/sites/brianthompson1/2020/03/29/getting‐cash‐for‐your‐small‐business‐through‐the‐cares‐

act/#787521c843a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