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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공고

뉴욕 주 법무 장관 Letitia James

최근 제정된 급여 보호(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은 현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에게 잠재적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뉴욕주 법무 장관(OAG)은 이 프로그램을 
요약하고 소기업이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위험을 강조하는 이 공고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OAG는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뉴욕 소기업을 
속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든 대출 기관과 대리인이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급여 보호(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이란?

급여 보호(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PPP)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에 
대처하고자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탕감 받을 수 있는 저이자, 무료, 무담보, 비개인보증 대출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권한에 따라 적격 금융 기관(아래 참조)
에서 관리합니다.  

PPP 대출은 일반적으로 법정 및 규제 예외에 따라 직원 수가 500명 이하인 소기업 및 비영리 및 종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PP 대출은 개인 사업자, 독립 하청업자 및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PP 대출 금리는 매년 1% 고정입니다.  대출은 차용인의 급여 비용에 따라 담보 또는 개인 보증 없이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PPP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만 
차용인은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습니다.  차용인은 PPP 대출에 
대한 어떤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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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탕감됩니다.

1. 차용인은 대출을 받은 후 8주 동안 급여 비용(직원당 연간 최대 $100,000)을 충당하기 위해 
급여, 모기지 이자, 임대 및 공과금 등에 사용되는 남은 액수와 함께 대출 수익의 75%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 차용인은 직원 및 보상 수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PPP 대출은 의회가 지정한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의회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PPP 대출에 대해 3,49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PPP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안내서를 읽어 보십시오.

• SBA의 PPP 대출 개요: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
protection-program-ppp

• 미국 재무부의 PPP 자료표: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PP--Fact-Sheet.pdf

• 미국 재무부의 PPP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aycheck-Protection-Program-
Frequently-Asked-Questions.pdf 。

PPP 대출 신청 시 사기로부터 자신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5
단계

1. 믿을 수 있는 대출 기관과만 거래하시고 PPP 대출 기관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 적절한 실사도 없이 신뢰 또는 인정 받지 못한 대출 기관으로부터 PPP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PPP 대출 승인 자격이 되는 대출 기관을 찾으려면 SBA 웹 사이트(https://www.sba.gov/
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ppp)를 방문하십시오.  “대출 기관 찾기” 링크를 클릭하면 가까운 대출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PPP 규칙은 변호사, 회계사 및 컨설턴트를 포함한 대리인이 대출을 주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대리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 기관이 아닌 당사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대출을 빨리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자격이 
되는 믿을 수 있는 대출 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하며 사업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대리인 또는 대출 기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PP--Fact-Sheet.pdf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aycheck-Protection-Program-Frequently-Asked-Ques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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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게 대출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본인이 알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인지 확인하십시오.  대리인이 PPP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특정 대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이름, 전화번호 및 우편 주소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마십시오(아래 참조).

� 일부 대출 기관은 미국 정부의 권한이 없어도 PPP 대출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PPP 대출이 SBA 자체가 아닌 대출 기관에 의해서만 관리되어도 SBA가 “관리하는” 대출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대출 기관이 PPP 대출 또는 SBA에서 “관리”하는 대출을 약속할 경우, 그러한 약속은 
가짜일 수 있으며 이 대출 기관은 PPP 대출에 대해 허용된 금액보다 더 높은 이자 및 부당한 
수수료를 더해 대출 또는 자금 상품의 다른 유형을 매매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PPP 대출을 승인할 자격이 되고 본인이 앞서 기술되었던 PPP 프로그램 조건에 맞는 상품을 
받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해당 대출 신청서의 정보는 100% 정확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틀린 정보를 추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부도덕한 대리인이나 대출 기관은 차용인이 가능한 많이 대출을 받고 (수수료를 올리고자) 
대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이 사기 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기 대출 신청은 차용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신청서의 모든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대리인 또는 
대출 기관이 틀린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3. PPP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마십시오 

� 대출 기관과 대리인은 PPP 대출을 승인 및 관리하려는 명목으로 차용인에게 요금 또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기관은 치용인이 아닌 SBA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SBA가 대출 기관에 내는 처리 
수수료 요율은 5%($350,000 이상 대출), 3%($350,000 이상 ~ $200만 미만 대출) 또는 
1%($200만 이상 대출)입니다.  

� 대리인과 함께 일할 경우, 대리인의 수수료는 대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하고, 대리인은 
차용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대출 원리금으로부터 어떤 금액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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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PP 대출에 대해 연이자 1% 이상 지불하지 마십시오  

� PPP 대출은 연이자율이 1%에 불과한 저이자 대출입니다.  이자율이 1%보다 높은 PPP 대출은 
어떤 것도 동의하지 마십시오.  

5. 중소기업청 웹 사이트에서 신규 개발안들을 살펴보세요

� OAG의 이 소비자 경보는 2020년 4월 14일자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PPP는 최신 프로그램이며 그 규칙은 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PPP 대출에 관한 
신규 개발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웹 사이트(https://www.sba.gov/funding-programs/
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PPP 대출과 관련된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PPP 대출을 제안, 발행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SBA.gov 웹 사이트에 
적격 대출자로 게시되지 않은 대출 기관으로부터 PPP 대출을 제안 받았을 경우, 당국 웹사이트
(https://ag.ny.gov/consumer-frauds/Filing-a-Consumer-Complaint)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771-7755번으로 전화하여 OAG의 소비자 사기 및 보호국(Office of Consumer Frauds and 
Protection)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https://www.ftccomplaintassistant.gov)
에도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이메일 및 광고를 포함해 대출에 관한 모든 문서와 통화 내용을 보관해 두십시오.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
https://ag.ny.gov/consumer-frauds/Filing-a-Consumer-Complaint
https://www.ftccomplaintassistant.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