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4단계 FAQ
1. 언어 지원을 해주나요?
-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NJEDA)는 영어 및 스페인어로 온라인 사전 등록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NJEDA는 아랍어, 중국어(표준 중국어 및 광둥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등을 포함한 10가지 추가 언어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번역본은 등록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제공될 것입니다.
o 신청인은 languagehelp@njeda.com으로 연락하여,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담당자가
영업일로 1일 이내에 전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프로그램(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의 4단계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신청 법인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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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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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었어야 합니다.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New Jersey Department of Treasury,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완전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록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state.nj.us/TYTR_BRC/jsp/BRCLoginJsp.jsp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NJLWD)에 우수 기업으로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2020년 3분기 또는 4분기 WR-30 신고를 할 때 정규직 해당 직원(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FTE)이 5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가장 최근에 접수한 두 건을 사용). FTE에 대한
NJEDA의 정의는 다음 질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뉴저지주에 소재해야 합니다(예: 사무실, 실제 영업 장소, 창고, 생산 시설 등). 재택 사업의
경우, 집이 뉴저지주에 위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부터 긴급 상태의 종료 선고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시 해고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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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비상 사태 선언으로 인해 부정적인 피해(예: 일시적 폐쇄, 영업 시간 단축,
매출이 20% 이상 하락,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에 의해 중대한 피해를
입음 또는 공급망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회사 차원의 생산 차질 발생)를 입었음을
NJEDA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COVID-19로 인해 보조금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NJEDA에게 증명해야 합니다(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을 지원하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함).
뉴저지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배제되거나 금지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3. FTE(정규직 해당) 직원이란 무엇입니까?

FTE 직원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뉴저지주의 지침과 혼동되지 않아야 하며 별개의 사항입니다. 특정
직원이 FTE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무한 기간(주)과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NJEDA의 온라인
보조금 계산기는 해당 회사의 FTE 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지원금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NJEDA는 회사의 지난 8분기 동안 최대 FTE 수를 바탕으로 FTE 직원의 수를 결정합니다.
현재 FTE 직원 수를 바탕으로 보조금 규모를 예측하려면 https://forms.business.nj.gov/grant-4/size/를
방문하십시오.

최대 FTE 수로 볼 때 회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2020년 3분기나 5분기 중에서 더 최근에 신고한
WR-30 신고 자료를 검토할 것입니다. FTE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https://forms.business.nj.gov/grant-4/eligibility/를 방문하십시오.
-

FTE 직원 수에는 1099 독립 계약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우리 회사가 수령하는 지원금의 규모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 NJEDA는 회사의 과거 8분기(2019년 1분기 - 2020년 4분기) 동안 NJLWD에 신고한 WR-30
신고 자료에서 최대 직원 수를 사용하여 법인의 정규직 해당(FTE) 직원 수를 결정합니다.
- 보조금 합계는 FTE 해당 직원 수를 바탕으로 하며 법인의 미충족 수요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FTE가 5 이하인 경우(FTE가 없거나 또는 1099 계약자만 있는 경우) $10,000의 보조금
o FTE가 6-25인 경우: $15,000의 보조금
o FTE가 26-50인 경우: $20,000의 보조금
- 이 프로그램에는 보육 서비스 제공업체, 레스토랑, 영세 사업체, 기타 소규모 기업에 대해
별도의 할당 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당 하나의 할당 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북미산업분류시스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코드로 볼 때 적격 레스토랑일 경우, 레스토랑 할당금만 신청 가능하며, 영세 사업체나 기타
소규모 기업의 할당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회사가 2020년 소득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까?
- 신청인은 2020년 연방 또는 주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회사가 2019년 소득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까?
a. 신청인은 회사가 2019년 또는 그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19 연방 및 주 소득
신고서를 접수했거나 연장을 했어야 합니다.
7.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 정보가 무엇입니까?
- 신청인은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회사가 소득 신고서를 접수한 연도는 언제입니까(2018, 2019, 2020)?
b. 회사의 2019년 연간 매출은 얼마였습니까(해당되는 경우)?
c. 회사의 2020년 연간 매출은 얼마였습니까?
d. 귀사는 머피 주지사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EO) 107호에 따른 필수 사업체로
간주됩니까?
e. 귀사는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을 유지하였거나 사업을 다시
열었습니까?

f. 귀사가 이 기간 동안 영업을 재개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10%, 25%, 50%, 75%,
100%)이었습니까?
8. 우리 회사는 WR-30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개인 기업, 파트너십, 1인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1099 계약자 등). 이러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까?
- 회사가 2020년 2월 15일에 사업을 영위 중이고 현재 동일 회사가 주에 기업으로 완전하게
등록되었으며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 WR-30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10,000의 최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9. 급여 제공업체 또는 전문 고용주 기관(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PEO)이 회사의 WR30를 접수하는 데, 우리 회사도 자격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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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검증 과정에 이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우리 회사는 비영리 단체인데 자격이 주어지나요?
- 귀사가 501(c)7 비영리 재단으로 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 등록된 경우, 기타 모든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11. 지원금 지급 1단계는 NAICS 규정에 의해 제한되었는데 1단계에서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까?
- 프로그램의 4단계에는 보육 서비스 제공업체(NAICS 624410), 레스토랑(722로 시작되는
NAICS)에 대해 별도의 할당 자금이 있으며, 다른 모든 사업체는 영세 사업체 또는 소규모
기업 카테고리에 속하며 NAICS 규정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는 해당하는 특정
업종의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12. 우리 회사는 이 프로그램의 보조금 1단계, 2단계 및/또는 3단계에서 수령했거나 거절되었는데,
4단계에서 동일한 사업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긴급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의
1단계, 2단계 또는 3단계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사업체는 4단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2단계 및/또는 3단계에서 신청한 사업체는 완전히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3단계의 이전 신청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4단계를 위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우리 회사는 여러 장소에 소재하는데, 각 장소에 대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연방 고용 식별 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마다 신청서는 1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사가 FEIN을 5개 보유하는 경우에는 5차례 신청할 자격이 되지만 각
사업체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각각의 FEIN 사용).
- 귀사가 1개의 FEIN을 보유하고 5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1회 수령할 자격이
되며 단일 FEIN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우리 회사는 5곳의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지점은 1개의 FEIN으로 신고되며 60명의 정규직
해당(FTE)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여러 지점에 배정할 수 있습니까?
- 직원의 근무 장소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프로그램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지점에 직원을 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의 설명과 같이, 신청서는 FEIN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예에서 프로그램의 FTE 50명 한도를
초과하므로 신청인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5. 예외로 지정된 자격 기회 지역(Eligible Opportunity Zone)이 어디입니까?
- 인구조사 표준지역 715개 장소에 주요 사업체가 소재하는 사업체로서 자격 기회
지역(Opportunity Zone Eligible)인 사업체를 위해 약 33%의 자금이 확보됩니다.
- 본인의 회사가 적격 자격 기회 지역 인구조사의 대상지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지도
위젯을 사용하십시오.
16. 우리 회사는 1개의 FEI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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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우리 회사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COVID-19 재난 지원금, 기타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자금 및/또는 보험 수익금을 신청하여 수령했습니다. 동일 사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JEDA는 귀하가 신청하거나 수령한
모든 지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한
프로그램, 승인되었거나 수령한 금액, 사업체가 자금을 사용하는 내역 등과 같이 신청 또는
수령한 다른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할 것을 권합니다. NJEDA가 4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러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 받을 것입니다.
- NJEDA는 귀하가 이미 다른 지원을 받은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방법에 따라 중복 혜택으로 간주되고 귀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더 이상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사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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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을 가진 서명인은 해당 사업체가 수령한 다른 COVID-19 자금 이외에도 지원을 필요로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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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으로 수령한 기타 지원금만큼을 차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금액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DOB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