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EDA 지원금 신청서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
NJED 소상공인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입니다.
지원금은 프로그램 가용 자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사업체의 공식 서명자(소유주, CEO, 또는 비슷한 직급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
풀타임 근무 W2 종업원 수가 25명 미만입니다.
예
뉴저지주 노동부(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 Workforce Development, DOL)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뉴저지주 재무부, 납세과(New Jersey Department of Treasury, Division of Taxation)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재무부, 납세과에 신고 누락된 바가 없고 현재 모든 납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예

연락 정보
귀하의 이름
John Doe
업체명
Sample LLC

상호(DBA)
Sample

전화번호

웹사이트

(111) 111-1111

sample.com

이메일
sample@sample.com

이메일(확인)
sample@sample.com

주 사업장 주소
1234 Sample Street, Trenton, New Jersey 08625
John Doe가 Sample LLC의 공식 서명자(소유주, CEO, 또는 비슷한 직급 담당자)입니다.
예

귀하의 사업체
사업체 유형
법인
설립연도
2000년
W2 종업원 수(풀타임)
15

W2 종업원 수(파트타임)
5

1099 계약자 수(전체)
5

납세자 번호(TIN)
12-3456789
귀사가 다음에 해당합니까?
소규모 사업자
소수민족 사업자
여성 사업자
장애인 사업자

업종
귀사의 NAICS 코드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NAICS 코드 찾기
부문
소매업
산업
445120

상세
이 업종은 일반적으로 우유, 빵, 탄산음료 및 스낵이 포함된 한정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식품
마트(연료 펌프는 제외)로 알려진 업체가 포함됩니다.

NAICS 코드 확인

NAICS 코드: 445120
본인은 Sample LLC의 NAICS 코드가 445120임을 확인합니다.
예

사업체 상세 사항
Sample LLC가 재택 사업체입니까?
아니요
Sample LLC가 도박 또는 사행성 업종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Sample LLC가 "성인용" 활동,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합니까?
아니요
Sample LLC가 경매, 파산 자산 판매, 초저가 할인 판매, "리스 상실", "폐업" 또는 유사한 판매를
합니까?
아니요
Sample LLC가 임시 판매자("행상", "팝업 스토어" 또는 "이동 판매자")입니까?
아니요
Sample LLC가 옥외 저장창고 회사입니까?
아니요
Sample LLC가 민폐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합니까?
아니요
Sample LLC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합니까?
아니요

COVID-19 영향
머피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서 정의되는 필수 사업으로 간주되었습니까?
예
2020년 3월 9일 이후로 영업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50%

매출
매출 비교

3월, 4월, 5월(2019년)
$100,000.00

3월, 4월, 5월(2020년)
$50,000.00

연도별 변화
-50%

DOB 진술서
본인, John Doe는 Sample LLC의 공식 서명자로서, 미 연방정부와 NJEDA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증명합니다.
예

기타 COVID-19 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COVID-19 지원을 신청하셨습니까?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1단계 지원금 프로그램
아니요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출 프로그램
아니요
연방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예

SBAPPP 상세
PPP 상태
승인

승인 날짜
2020/5/6

승인 금액
$10,000.00

자금의 사용 목적
급여 임대료/대출금
공과금

승인 금액
$10,000.00

자금의 사용 목적
공과금

연방의 경제 위기 대출(EIDL) 프로그램
아니요
연방의 경제 위기 지원금(EIDG) 프로그램
예

SBAEIDG 상세
EIDG 상태
승인

승인 날짜
2020/4/29

주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통한 타 프로그램
아니요

추가적 배경 정보
NJEDA 프로그램 자격 신청을 하는 사업체는 당국의 실격/제외 규정("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는 N.J.A.C.
19:30-2.1, 이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 또는 제외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다음의 배경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설문지에서 달리 정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문자(영문 기준)로 쓰여진 모든 용어는 문서 하단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신청인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총칭하여 "통제 받는 그룹")가 다음의 위반 행위로 인해 법적
소송에서 유죄, 법적 책임, 또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민형사상
판결이나 평결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경미한 교통 위반 외에 다른 법 위반으로 인해 법정에서 정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한 결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받았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거나 벌금을 물었다.
배경 질문 1
아니요
2. 사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정부로부터 거부당했거나 유예 또는 취소당한 적이 있습니까?
배경 질문 2
아니요
3. 공공부문 계약자 하도급 입찰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또는 시공에 있어서 등급 평가 또는
사전심사를 유예, 금지, 자격박탈당했거나 책임성이 없다고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배경 질문 3
아니요
4. 정부 기관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계약이나 거래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배경 질문 4
아니요
5. 정부 기관에서 부과한 세금이나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판결이나 유치권을 포함하여 정부 기관에게
유리한 경고, 명령 또는 유치권에 반대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배경 질문 5
아니요
6. 신청인이 현재 법 위반으로 정부 기업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으로 기소되어 있습니까?
배경 질문 6
아니요

추가 정보
당국은 제출된 답변과 관련하여 신청인("신청인")에게 추가적인 해명 또는 설명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대한 심사 전에, 또는 심사 날짜와 당국의 지원금 집행 사이에 언제라도 신청인이
이전에 제출한 답변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거나 불완전한 답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청인은
즉시 그 사실을 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증명
이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에 따라 뉴저지주 경제개발부(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NJEDA)에서 재정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 문서에 제시된 사실로부터 제안된
프로젝트의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이 실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특정 프로그램의 관리 위원회 위원만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 판단과 지원금
지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서명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1. 본인은 제출한 정보가 고의적으로 허위인 경우, N.J.S.A. 2C:28-2에 따라 형사상 기소를
당할 수 있고 EDA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정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
2. 본인은 뉴저지주 법률 공공 안전부(New Jersey Department of Law and Public Safety)가 열람
권한이 있는 기록 검색을 통해 이 문서에 포함된 답변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EDA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
3. 본인은 신청 시점부터 긴급 사태 종료가 선언되고 6개월 후까지 종업원을 일시 해고 또는 휴직시키지
않기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증명합니다. 이미 일시 해고하거나 휴직시킨 종업원이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종업원을 재고용하기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한 이
약속을 중대하게 어길 경우에는 NJEDA에서 지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4. 본인은 COVID-19 긴급 사태 선포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합니다(가령, 일시적 영업 정지, 근로
시간 단축, 최소 20%의 매출 감소, 팬데믹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종업원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공급망의 중대한 중단과 그로 인한 회사 차원의 생산 차질)
예
5. 본인은 회사가 현 시점에 긴급 구호 기금의 지원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합니다(가령, 이번 경제적 혼란 시기에 회사를 지탱할 수 있는 현금 보유분이 없습니다)
예
6. 본인은 신청인 본인이나 대신하여 EDA에 제출한 정보를 EDA가 요청된 보조금 지원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주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
7. 본인은 타이틀 18 미합중국 법률 섹션 1001에 의거하여: (1) 개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a) 알면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숨기는 행위, (b) 현저하게 허위, 허구 또는 사기성 진술을 하는
행위, 또는
(c) 현저히 허위, 허구, 사기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서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연방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2)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중범죄 판결을 받아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예
8. 본인은 타이틀 18 미합중국 법률 섹션 1001에 의거하여: (1) 개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a) 알면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숨기는 행위, (b) 현저하게 허위, 허구, 또는 사기성 진술을 하는
행위, 또는
(c) 현저히 허위, 허구, 사기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서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연방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2)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중범죄 판결을 받아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예
9. 본인은 이 신청서, 승인서 또는 지원 계약서의 전자 서명이 양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허락합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법 진술 공개 고지
이 진술은 연방의 개인정보 보호법 1974(5 U.S.C. § 552a, 주) (93 P.L. 579 (1976))를 준수하여 제시되며,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은 비밀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N.J.S.A. 34:1B-5(jj)에
따라 시행되는 원조 지원금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뉴저지 법에 의해 허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정법("CARES Act"), P.L. 116-136 (2020)에 따라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EDA")는 EDA가 지원금 수령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EDA에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뉴저지 총소득, 법인세 및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하의 허가를 요청합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즉, TIN 및/또는 SSN)를 포함하여 비공개의 총소득, 법인 사업세 또는 판매 및 사용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보조금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의적 의사에 따릅니다.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청 심사가 지연되고 귀하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고지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위에 명시된 대로 그러한 공개 및 사용에 동의하고 모든 현재 또는 장래의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ample LLC의 공식 대리인인 본인, John Doe는 N.J.S.A. 54:50-9(A)에 따라, 이로써 뉴저지주 납세과
공개 담당자가 2018년, 2019년, 2020년의 총소득, 법인 사업세 또는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의 정보를
N.J.S.A. 34:1B-5(jj)에 따라 EDA가 시행하는 CARES Act 보조금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개발부("EDA")에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해당 부서가 이 허가 문서의 복사본을 수령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허가 문서는 서명 날짜로부터 90일간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 요청된
신고서를 뉴저지주 납세과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담당자의 기록에서 발견한 정보를 누설, 공개 또는 악용함으로써 N.J.S.A. 54:50-8을 위반하는
사람은 4급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앞에서 본인이 진술한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전술 중 어느 부분이라도 악의적인 허위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
Sample LLC
Sample
C-Corporation est. 2000

내용 확인
풀타임 종업원 수: 15

1234 Sample Street
Trenton, New Jersey 08625
(111) 111-1111
sample@sample.com
sample.com

파트타임 종업원 수: 5
1099 계약자 수: 5
필수 사업체: 예
영업 개시 또는 재개: 예
3월/4월/5월 매출 변화: -50%

본인이 이에 제공한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하고 사실입니다.
예
납세자 번호(TIN)
12-3456789

전자 서명
본인, John Doe는 전자 서명이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예
본인, John Doe는 Sample LLC의 공식 서명자로서 상기의 조건을 인정합니다.
예
성명
John Doe

보조금 2단계 FAQ
1. 신청은 여러 언어로 진행됩니까?
- NJEDA는 영어 및 스페인어로 온라인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 NJEDA는 아랍어, 중국어(광동어 및 북경 중국어 포함), 구자라트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및 타갈로그어의 9가지 추가 언어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 신청인은 languagehelp@njeda.com 에 문의하여 신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신청과
관련한 설명을 제공하는 담당자의 연락을 1영업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프로그램의 2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신청 기업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뉴저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세금 및 기업 서비스 부서(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에 등록된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정규직 해당(Full-Time Equivalent, FTE) 직원의 수가 25인 이하여야 합니다. FTE에 대한
NJEDA의 정의는 다음 질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NJLWD)로부터 우수 기업으로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부터 신고된 긴급 상태의 종료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시 해고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NJEDA에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시 해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고 또는 일시 해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된 COVID-19 비상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예: 일시적 폐쇄, 시간 단축,
매출의 20% 이상 하락,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음 또는 공급망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회사 차원의 생산 차질)을 받았음을 NJEDA에
증명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9일과 지원금 신청일 사이에 수익 손실을 입증함으로써, 지원금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COVID-19의 결과로 회사에 재무적 지원이 필요함을 NJEDA에 증명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배제되거나 금지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3. FTE(정규직 해당) 직원이란 무엇입니까?
- FTE 직원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주의 지침과 혼동되지 않아야 하며 별개의 사항입니다. 본
지원금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NJEDA는 회사가 가장 최근 신고한 WR-30 제출을 기준으로
FTE 직원의 수를 결정합니다. 귀사의 FTE 직원 수를 확인하려면,
https://forms.business.nj.gov/grant-2-size/ 로 이동하여 가장 최근 제출한 WR-30 신고서(2020년
1사분기 신고 마감일은 2020년 4월 30일) 내역을 입력하십시오.
- FTE 직원에는 1099 독립 계약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수령하는 지원금의 규모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

NJEDA는 NJLWD와 함께 가장 최근 WR-30 신고서(2020년 1사분기 신고 마감일은 2020년
4월 30일)를 활용하여 회사의 정규직 해당(FTE) 직원 수를 결정합니다.
지원금 총액은 FTE 해당 직원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FTE당 $1,000로
계산되며, 가장 가까운 FTE의 수로 반올림/반내림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WR-30에 표기된
FTE가 2.50 또는 2.51인 경우 해당 회사의 FTE는 3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의 WR-30에 표기된
FTE가 2.46인 경우 해당 회사의 FTE는 2로 간주됩니다.
o 신청당 최소 지원금은 $1,000입니다.
o 신청당 최대 지원금은 $10,000입니다.

5. 회사가 2019년 소득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까?
- 신청인은 2019년 연방 또는 주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우리 회사는 2020년 1사분기 WR-30 정보를 뉴저지주 노동부에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까?
- 예. 회사가 2020년 1사분기 WR-30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NJEDA는 NJLWD에 가장 최근
제출된 WR-30을 활용합니다.
- 신청인은 마감일이 2020년 4월 30일이었던 2020년 1사분기 WR-30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7. 회사가 뉴저지 납세과에 월간 판매세를 신고했어야 합니까?
- 최소한으로, 납세과에 월간 판매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2020년 3월 월간 판매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4월 제출 기한이 2020년 5월 20일이었던 2020년 4월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 정보가 무엇입니까?
- 신청인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귀사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소득 신고서는 무엇입니까(2018년 또는 2019년)?
b. 해당 소득 신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귀사의 연간 매출은 얼마입니까?
c. 귀사는 머피 주지사의 EO 107에 따른 필수 기업으로 간주됩니까?
d. 귀사는 2020년 3월 ~ 2020년 5월 사이에 사업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다시 열었습니까?
e. 귀사가 이 기간 동안 다시 사업을 연 경우 어느 정도 수준(10%, 25%, 50%, 75%, 100%)으로
열었습니까?
f. 2019년 3월 ~ 2019년 5월 사이 귀사의 매출은 얼마였습니까?
g. 2020년 3월 ~ 2020년 5월 사이 귀사의 매출은 얼마였습니까?
9. 우리 회사는 WR-30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개인 기업, 파트너십, 1인 LLC, 1099 계약자 등).
이러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까?
- 회사가 2020년 2월 15일에 사업을 영위 중이고 현재 동일 회사가 주에 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 WR-30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1,000의 최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0. 우리 회사의 급여 지급 회사 또는 고용 전문 회사(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PEO)가 우리
회사의 WR-30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까?

-

-

예. NJEDA는 기업이 PEO 또는 유사 급여 제공업체를 이용하여 WR-30을 대리로 제출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 지급 회사 또는 PEO는 귀사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WR30의 형식과 유사하게 기록된 직원 ID 또는 이름, 근로 주 및 급여를 NJEDA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사는 신청 심사 절차 동안 이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우리 회사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까?
- 귀사가 501(c)3, 501(c)4, 501(c)7 비영리 재단으로 IRS에 등록된 경우, 기타 모든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12. 지원금 지급 1단계에서는 NAICS 규정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이 2단계에서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까?
- 프로그램의 이 단계에는 NAICS 규정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13. 우리 회사는 이 프로그램의 1단계에서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동일
기업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2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1단계에서 승인되지 않은
기업은 2단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저는 1단계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프로그램의 신청인 수가 초과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단계에서 동일 기업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NJEDA로부터 받은 이메일 연락에 따라, 1단계의 신청인 수가 초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기업은 1단계에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지원금을 교부 받을 수 있을 자격을
갖추려면 귀하는 반드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신청이 초과 신청 그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1단계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https://www.njeda.com/about/Public-Information/COVID-19-AssistanceActivity-Reports/Small-Business-Emergency-Assistance-Grant-Activit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단계에서 초과 신청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2단계의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2단계에서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5. 우리 회사의 신청서는 아직 1단계 지원금을 심사 중입니다. 동일 기업이 2단계 지원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신청인이 현재 1단계 지원금 프로그램에서 심사 중인 경우, 동일 기업은 2단계 지원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1단계에서 해당 기업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규직 해당(FTE)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에 대한 1단계
지원금이 승인되고 FTE가 5명 이하인 경우, 해당 기업은 2단계에서 추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FTE가 6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은 추가 지원금의 증가분을 수령할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FTE가 8명이고 1단계에서 5명의 FTE에 대하여 $5,000의
상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기업은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단계에서 3명의 추가
FTE에 대한 추가 $3,000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지원금을 교부 받을 수 있을 자격을 갖추려면 귀하는 반드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는 2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심사 중인지의 여부는 https://www.njeda.com/about/Public-Information/COVID-19Assistance-Activity-Reports/Small-Business-Emergency-Assistance-Grant-Activit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1단계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2단계 지원금에 대한 신청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2단계 신청은 NJEDA가 작성된 신청서를 수령하는 순서대로
심사됩니다.

16. 우리 회사는 NJEDA 소상공인 긴급 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에서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동일
기업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FTE가 6명 이상인 기업은 추가 지원금의 증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규직 해당(FTE) 직원 수가 8명이고 $5,000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동일 회사가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면 $3,000를 추가로 수령하기 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에서의 지원금 수령은 2단계에서의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2단계
신청은 신청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순서대로 심사됩니다.
17. 우리 회사는 5곳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5번 신청해야 합니까?
- 신청서는 기업의 FEIN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사가 FEIN을 5개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5번 신청할 자격이 되며 각 기업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유
FEIN 사용).
- 귀사가 1개의 FEIN을 보유하고 5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1회 수령할 자격이
되며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 우리 회사는 5곳의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지점은 1개의 FEIN으로 신고되며 50명의 정규직
해당(FTE)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여러 지점에 배정할 수 있습니까?
- 직원의 지점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프로그램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지점에 직원을 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의 설명과 같이, 신청서는 FEIN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에서와 같이 귀사는
25명의 최대 FTE를 초과하므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19. 예외로 지정된 자격 기회 지역(Eligible Opportunity Zone)이 어디입니까?
- 1,500만 달러는 715곳의 “자격 기회 지역” 내에 주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으로
예약되었습니다.
- 자격 기회 지역의 목록은 [지침 삽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우리 회사는 1개의 FEIN 하에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 주 지점으로 간주됩니까?
-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주 사업장은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주소지입니다. 여러
지점의 직원 수가 동일하여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한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이 가장
큰 지점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점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문을 연 지점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21.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제공하는 COVID-19 재난 지원금을
신청 및/또는 수령했습니다. 동일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중 귀사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귀사가 수령한 COVID-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JEDA는 동일한 목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방법에 따라 중복
혜택으로 간주되고 귀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더 이상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청인은 기타 COVID-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중복 혜택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때 해당하는 기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22. 중복 혜택(Duplication of Benefit, DOB)이란 무엇입니까?
- DOB는 한 기업이 동일한 필요 사항에 대해 여러 출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누적 지원금이 기업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때 DOB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DOB를
방지하기 위해, NJEDA는 동일한 필요성에 대하여 기타 지원금만큼을 차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금액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DOB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