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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긴급 기업 지원 대책 

 스페인어 

일리노이주가 제공하는 COVID-19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민의 건강, 안전, 행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주 행정부는 COVID-19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보건부, 주 공무원, 

연방의 타 자치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목록에 관해서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COVID-19 지원 대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SNS에서 일리노이주 DCEO(상무 및 경제기회국,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Opportunity)를 팔로우하여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올 인 일리노이(All In Illinois)  
JB 프리츠커 주지사, 일리노이주 유명인사들 및 주민들과 함께 Allin.Illinois.gov.에서 

서약에 동참해보세요. 

기업과 지역 사회를 위한 긴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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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청(SBA) 재난 대출 
일리노이주 전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일리노이주의 102개 카운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200만 달러의 긴급 재난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disaster-assistance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선 지급금 
업데이트: 중소기업청(SBA)의 EIDL 프로그램은 현재 농업 비즈니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의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포털에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게 된 4월 15일 이전에 

제출된 EIDL 신청서를 다시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선착순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SBA)은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존 대출 외에도 최대 

10,000달러의 선 지급금을 즉시 지원하여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수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우리사주신탁제도, 부족중소기업 포함), 민간 비영리 단체, 

개인 사업자(종업원을 둔 사업자 혹은 1인 기업), 독립계약자 및 소규모 농업협동조합.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청(SBA)은 현재 선 지급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청(SBA)에 직접 신청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SBA)이 2020년 3월 31일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한 기업은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재신청해야 선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이메일, 전화, 우편을 통해 재신청에 필요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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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청(SBA) COVID-19 대응 홈페이지  에서 계속 추가되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피해 재난 대출 및 대출 선 지급금 항목을 참고하세요. 

• 기업 대출 진행 상황에 관해 궁금하다면 고객 서비스 센터(800.659.2955)로 전화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기업은 동일한 목적으로 재난 대출과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 대출(EIDL) 선 지급금을 최대 10,000 달러까지 이용할 경우, 해당 

금액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에 따른 탕감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기업은 대출 탕감 목적으로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을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EIDL의 나머지 

금액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탕감에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주 정부 이외의 지원 대책 
시카고시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COVID-19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시카고 중소기업 복원 기금(Resiliency Fund)을 확보하여 현재와 

같은 보건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긴급 현금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지원 대상 기업에게 저금리 대출로 제공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connect2capital.com/partners/chicago-small-business-resiliency-
fund/ 

 
 

쿡 카운티 경제개발국은 커뮤니티 복구 계획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복구 기금 을 발족했습니다. 이 대출 

기금은 쿡 카운티 교외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최대 20,000달러, 독립계약자에게 최대 10,000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대출은 시카고 커뮤니티 대출기금이 관리하고 커뮤니티의 

대출기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제공합니다. 

신청은 선착순 기준으로 4월 중순부터 받습니다.  

쿡 카운티 교외 지역의 기업 및 독립계약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 직원수 25명 미만 

• 매출액 3백만 달러 미만 

• 임시직(Gig) 노동자 

• 1099 계약직 소득의 최소 50% 

•연간 총 수입 $100,000 달러 미만 

본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 기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으려면 다음 

양식을 작성하세요.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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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호 프로그램 
 

추가 연방 경기 부양 기금의 통과로, 중소기업청(SBA)은 4월 27일 월요일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임대료, 급여, 

모기지, 설비 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자격이 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3,100억 

달러의 추가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직원의 유지나 해고된 직원의 재고용 및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은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SBA)은 대출 개시일 이후 8주 동안 급여 비용, 

임대료, 설비 및 모기지 이자 지불에 사용되는 대출금을 탕감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탕감 금액의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 대출은 중소기업법 제7(a)조의 신설 세부조항에 의거하여 연방 정부가 

100% 보증합니다. 

중소기업청(SBA)은 잠정적 최종 규정에서 대출 규모 계산 및 급여 비용으로 간주되는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 

등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대출 탕감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정적 최종 규정은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수 500명 이하 또는 중소기업청(SBA)이 특정 산업의 표준 규모로 설정한 직원수 보다 적은 

중소기업, 501(c)(3) 비영리 단체, 501(c)(9) 재향군인 단체, 

부족 기업,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중소기업청(SBA) 소속 표준 에 적용되지만 종교 단체는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탕감이 되지 않은 잔여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율 1%, 2년 만기, 첫번째 대출금 상환 6개월 연기가 

적용됩니다. 담보나 개인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차용인 또는 대출자가 중소기업청(SBA)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2020년 4월 3일부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급여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4월 10일부터 독립 계약자 및 자영업자가 급여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자는 등록된 중소기업청(SBA) 대출기관 또는 연방 보험예금기관, 연방 보험신용조합 및 가입 

중인 농업신용제도(Farm Credit System)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자 

신청 양식.  

지역 은행에 전화하거나 중소기업청(SBA)의 온라인 대출기관 찾기로 해당 지역의 SBA 승인 대출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영업 중인 대출기관 목록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개발센터  또는 여성비즈니스센터 에서도 대출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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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청(SBA)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는 대출기관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전화번호는 833-572-0502입니다. 

• 중소기업청(SBA)과 미국 재무부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 잠정적 최종 규정을 4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 미국 재무부 및 중소기업청(SBA) 홈페이지에는 대출자와 대출기관이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잠정적 최종 규정, 계속 업데이트되는 FAQ, 신청서, 한장 요약본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홈페이지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PPP) 중소기업청(SBA)과 재무부의 

정보가 계속 추가되는 동안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추가 세부사항과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므로 계속 확인하세요. 

o 중소기업청(SBA) COVID-19 대응 페이지 

o 미국 재무부의 중소기업 지원 페이지 

 
 
 
 
 

현재 대출 상환 보조금 
중소기업청(SBA)은 6개월 동안 기존의 특정 대출에 대한 원금, 수수료 및 이자를 자동으로 지불합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SBA 7(a), 504 프로그램 현재 및 예정 이용자 및 소액 대출자입니다. 예정 이용자는 2020년 9월 27일 

이전에 승인받은 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청(SBA)COVID-19 대응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SBA) 부채 

구제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일리노이 중소기업 긴급 대출 기금 
일리노이주 상무&경제기회국(DCEO)과 재정 및 전문직 규제국(IDFPR)은 일리노이 중소기업 긴급 대출 

기금을 설립하여 50,000달러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 외부에 소재하고 직원수 50명 미만, 2019년 매출액 3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격 신청자는 6개월간 대출 상환이 유예되며 이후 남은 5년 만기 대출 기간동안 시장 

보다 낮은 고정 이자율로 상환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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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외부에 소재하고 직원수 50명 미만, 2019년 매출액 3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시 내부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여기에서 유사한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대출금은 운영 자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리노이 중소기업 긴급 대출 기금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요? 

기업은 최초 6개월간 대출 상환이 유예되는 5년 만기 대출 기간 동안 최대 50,000달러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심사와 답변에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대출기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출기관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상무&경제기회국(DCEO) 홈페이지에서 대출기관과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목록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스테이트 중소기업 안정화 프로그램 
일리노이주 상무&경제기회국(DCEO)은 다운스테이트 및 일리노이 전역의 농촌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 보조(CDBG) 기금에서 2,000만 달러를 용도 변경하여 다운스테이트 

중소기업 안정화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직원수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최대 25,000달러의 보조금을 운영 자본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수시로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수 50명 이하 기업을 대신하여 지방 정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D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entitlement community)가 아니거나 “재정 지원(entitlement)" 기금을 받는 도시 지역의 시, 마을, 

카운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칙) 기준상 HUD에서 직접 연간 할당금을 받는 커뮤니티는 일리노이주의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CDBG)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카운티 및 지방 정부 소재의 기업은 본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시 카운티 

쿡 카운티 매디슨 카운티 듀페이지 카운티 맥헨리 카운티 

케인 카운티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레이크 카운티 윌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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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알링턴 하이츠 드칼브 네이퍼빌 록 아일랜드 

오로라 드 플레인 노멀 샴버그 

버윈 엘진 오크 로운 스코키 

블루밍턴 에반스턴 오크 파크 스프링필드 

샴페인 호프만 에스테이트 팔라틴 어바나 

시카고 졸리엣 페킨 와우케간 

시세로 칸카키 피오리아  

댄빌 몰린 란토울 

디카터 마운트 프로스펙트 록포드 

 
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보조금은 운영 자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운스테이트 중소기업 안정화 신청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요? 

기업당 최대 25,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DCEO는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집행할 방침이며 이후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견 기업 지원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s)에 따라 대출, 대출 보증, 기타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수 500-

15,000명 사이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를 통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 대출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4월 9일에 6천억 달러 규모의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ain Street Lending Program)을 발족하여 대상 기업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프로그램 요건을 발표했으나 현재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세부 정보를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적격 대출 기업과 필요한 담보에 대한 추가 조건을 설정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업을 선정하는 제약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수 500명에서 15,000명 사이 또는 매출액 50억 달러 이하의 비영리 단체와 중견기업으로, 미국에서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어 있고, 중요한 운영과 직원 대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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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며, 재무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미국 재무부는 미국 보험예금기관, 미국 은행지주회사, 미국 저축 및 대출 지주회사 같은 적격 

대출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ain Street Lending Programs)을 

실행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에 자본을 집행했습니다. 적격 대출자는 적격 대출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대출 요건: 대출은 4년 만기이며 원금과 이자의 분할상환은 1년간 유예됩니다. 대출은 50만 

달러에서 1억5천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정보 

부분에 링크된 용어 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공개된 요건은 무엇입니까? 

대출자는 2020년 3월 12일 이전에 설립된 미국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른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데 본 

대출 프로그램의 수익금을 사용해야 하며, 필수 원금 상환을 제외한 우선순위가 같거나 낮은 다른 

채무의 상환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자는 COVID-19로 인해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수익금을 

대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을 유지하는 데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출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한 주식 매수에 참여할 수 없고 S항 해당회사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이 미결인 상태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대출 기간 동안 직원을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영리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FAQ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연방준비제도는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의 요건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관심있는 기업은 연방준비제도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세요. 위의 설명과 같이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자금은 은행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에 관심있는 기업은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대로 은행에 

연락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지원  
 

미국 재무부와 연방 준비제도는 연방 준비제도가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기업신용 대출창구(Primary and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ies)’를 통해 기업 대출과 채권을 7,500억 달러까지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연방법이나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미국 기업이어야 하며, 대다수의 직원과 상당한 부분의 회사 

운영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기업은 3월 22일 기준 투자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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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자금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출창구(facilit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투자 등급을 

가진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을 구입하여 기업이 COVID-19 사태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특별 목적 수단(SPV)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창구’로부터 

기업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채권을 매입합니다.  대출과 채권의 만기는 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장하지 않는 한 2020년 9월 30일에 종료됩니다. 

 
공개된 조건과 제약은 무엇입니까? 

미국 내에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되고, 상당한 규모의 운영과 대다수의 직원이 미국 

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2020년 3월 22일 현재 투자 적격 등급을 가진 기업이어야 합니다. 

추가 기준은 ‘더 많은 정보(More Information Section)’ 섹션에 링크된 연방준비제도의 용어 설명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관심있는 기업은 페이지 하단에 나열된 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 발행시장 기업신용 

대출창구(PMCCF) 및 유통시장 기업신용 대출창구(SMCCF)에 관한 용어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연방준비제도에서 추가 내용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은 귀하의 기업에 이익될 수 있도록 세금 코드를 변경합니다. 

 
아래 세금 공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대출에 관심있는 기업은 추가 안내와 관련하여 세무전문가나 IRS에 문의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자세한 정보는 IRS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대략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유지 공제  

미국 재무부와 IRS는 종업원 유지 공제를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COVID 사태 동안 쉬고 있는 인력에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유지할 경우 $10,000 까지 50%의 환급 

가능한 급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는 2019년 기준 평균 직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가 2019년도에 평균 100명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해당 분기에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1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해당 사업주의 경우 모든 직원의 임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는 의료혜택을 포함하여 연봉의 10,0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12일 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지불되거나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규모와 IRS의 501(c)항 이하 세금 면제 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의 비즈니스 폐쇄 명령으로 인해 사업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총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50% 이상 감소된 기업은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세금 공제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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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재무부의 자주하는 질문(FAQ) 섹션에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세금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를 참고하세요. 

세액 공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IRS 홈페이지의 최신 정보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부담 급여세 납부 연기 

모든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6.2%의 사회보장 세금의 납부를 2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급여세의 50%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세금 변경 사항 

• 사업 비용 공제 변경 사항: 사업 비용 공제 한도는 2019년과 2020년에 3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매 세금: 소매업자, 식당 경영자, 호텔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 개선 비용을 즉시 

공제받으며 전년도 세금 신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순영업손실 적용 기간 제한 완화: 기업은 2018, 2019 및 2020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을 

과거 5년 동안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영업손실(NOL)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도록 과세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합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대체최소세(ATM): 기업은 과거 AMT 공제를 반환하고 그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타 기술적인 지원, 정보 및 구제 
기업 면허 

• 일리노이주 재정 및 전문직 규제국(IDFPR)의 인허가 부서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갱신해야 하는 

면허 연장 등 전문직 자격 요건의 완화 및 특정 보수교육 요건의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DFPR Covid-19 2020 Press Release.pdf 
 

세금 구제 

• IRS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유급 병가와 육아 및 간호 휴가 관련 세금 공제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하는 질문(FAQ) 을 게시하였습니다. 

• 일리노이주 세무국은 납세자 지원 사무소와 유선 전화가 폐쇄됨에 따라 납세자 지원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2.illinois.gov/rev/Pages/Taxpayer-Resources-during-COVID-
19-%28Coronavirus%29- Outbreak.aspx 

• 식음료를 취급하는 업소가 2월부터 4월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2019 회계년도의 판매세 체납에 

대한 벌금과 이자는 $75,000 미만의 금액에 한해 면제됩니다.  
 

   Relief from Penalties for Late Sales Tax Payments COVID-19.pdf 
 

실업보험(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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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S는 실업보험 및 COVID 비상 사태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을 게시하였습니다. 

• COVID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업무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실업보험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COVID에 의한 질병이나 격리로 인해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근로자나 영향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사람 

또한 실업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IDES는 실업보험 자격 심사에 걸리는 통상 1 주일의 대기 기간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2.illinois.gov/ides/Pages/COVID-19-and-Unemployment-Benefits.aspx 
 
 

DCEO 사무실 연락처 정보 
중소기업 개발센터 프로그램 

• 일리노이주 중소기업에 기술적 지원과 원조를 제공합니다 

링크: https://www2.illinois.gov/dceo/SmallBizAssistance/BeginHere/pages/sbdc.aspx 
 

지역 경제 개발 

•  일리노이주 전역에 소재한 기업에 기술적 지원과 원조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TeamREDInquiries@Illinois.gov 
 

소수 경제 단체 지원 

• 일리노이주에 걸쳐 대상 프로그램, 자원 및 변호인을 통해 여성, 재향 군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 경제 단체를 위한 기회 확대 CEO.OMEE@illinois.gov 

관광 

• 관광 활성화: CEO.Tourism@illinois.gov 
 

고용 및 훈련 

• 근로자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연수 지원: https://www.illinoisworknet.com/ 
 

영화 

• 일리노이주 내의 영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 CEO.film@illinois.gov 일반 

기업 문의: 1-800-252-2923 이나 CEO.support@illino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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