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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ALERT 
COVID -19 속보 38호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이나 음료 판매가 주 사업인 모든 사업장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 

법령에 포함된 이 보조금 신청 가능한 리스트입니다. 

Restaurant, Bar, Inn, Food Truck, Caters, Lounge, Food Court, Brewpub, Food Stand, 

Tavern, Taproom, Testing Room, Saloon 

 

 

 

식당/요식업 활성화 구제금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답답하시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COVID-19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부터 미국의 경제 회복을 촉진

하기 위해 고안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 패키지인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싸인 후 법령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이번 팬더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요식업을 위한 286억 달러의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제금은 팬더믹으로 인해 줄어든 매상을 모두 구제금 형식으로 지불한다는 안으로 지금까지 발표

된 어떤 혜택보다 파격적인 구제안이므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시행안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나와있지는 않

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이 구제금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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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다음의 사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2020년 3월 13일 현재 관계사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  

▪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 Shuttered Venue Operators 보조금을 신청 중이거나 받은 사업체 

▪ 상장된 사업체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구제금은 PPP 와 같이 은행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SBA 가 직접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SBA 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여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요식협회에서는 몇 주안에 신청이 열릴 것이라 예측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신청이 언제 열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4 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 

부터 가능할것으로 보고 미리 모든 서류들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면 모두 구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구제금을 신청하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기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미국 요식업 협회에서 예상한 이번 팬더믹으로 인한 요식업의 매출 감소가 $120 Billion 

이었음을 비교했을 때 $28.6 Billion 은 이 손실을 커버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구제금 신청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는 2019 년 총 수입이 50 만 달러 미만인 사업체를 위해 50 억 달러의 펀드를 따로 

운영하며 나머지 236 억 달러는 SBA 에서 "연간 총 수입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모의 적격 법인에 

공평한 방식"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합니다. 

SBA는 구제금 신청 시작 후 처음 21 일 동안 여성, 재향 군인 또는 SBA 8(a)(4)(A)에서 정의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 구제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SBA 8(a)(4)(A) 정의에 의하면 한국인은 사회적 불리한 

그룹으로 명시되어있어 21 일의 우선 신청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선 자격에 대한 

인증은 특별한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이 자격 (Self Certification)에 속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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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신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서는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구제금 요청이 

필요하며 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를 받지 않았음을 인증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확인은 신청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게 하는 업계에서 관례적이지 않은 추가 

등록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 형태를 식별하는 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열리기 전에 합법적으로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비지니스 라이센스, Food Service Permit 등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적격 기업이 받을 수있는 금액은 팬더믹으로 인한 손실 (Pandemic-related Revenue Loss)로 

2020 년 총 수입과 2019 년 총 수입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총 수입이 2019 

년에 100 만 달러에서 2020 년에 60 만 달러로 감소했다면 해당 기업은 40 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2019 년에 운영을 시작했다면,  2019 년의 월평균 총 수입을 연간화하고 이를 2020 

년의 연간 월간 총 수입과 비교해야합니다. 

비즈니스가 2020 년에 운영을 시작했다면 비교할 2019 년 총 수입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적격 보조금 비용 (예: 급여, 소모품, 유틸리티, 임대료 등)과 2020 년 총 수입의 차이를 

고려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0 년 2 월에 시작한 비즈니스의 총 적격 지출은 70만 달러이고 총 수입은 5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2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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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구제금은 2020 년 2 월 15 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사업 운영과 관련된 

특정 적격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제금은 2020 년 2 월 15 일 부터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고, 2021 년 말까지 적격한 비용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보조금을 적격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은 SBA 에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 구제금으로 지출 가능한 비용입니다. 

▪ Payroll cost 

▪ Payments of principal or interest on any mortgage (not including prepayments) 

▪ Rent payments (not including pre-paid rent) 

▪ Utilities 

▪ Maintenance expenses, including walls, floors, deck surfaces, furniture, fixtures 

and equipment and construction to accommodate outdoor seating 

▪ Supplies, including PPE 

▪ Food and beverage expenses 

▪ Covered supplier cost 

▪ Operational expenses 

▪ Paid sick leave 

▪ Any other expenses the SBA determines is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eligible 

business 

 

ERC 크레딧은 이 구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구제금으로 지불하는 급여 비용은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를 신청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2020 년과 2021 년 동안 ERC 를 청구할 수 있지만, ERC 계산에 사용 

된 임금은 구제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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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를 신청한 사업체도 이 구제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차와 2 차 PPP 를 받은 사업체들도 이 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줄어든 매상으로 구제금 

산출 후 이미 받은 PPP금액 만큼 차감 후 구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제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이 구제금은 세금을 내야할 과세 수입에서 제외되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지출한 비용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진훈회계법인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publication has been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and is presented without any 

representation of guarante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information. Through normal due 

diligence, we have made serious efforts to ensure that all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has been 

obtained from reliable sources. Each person(s) should consult with his or her own attorney, business 

advisor, or tax advisor with respect to matters referenced herein. JH and its members assume no 

liability for actions taken in reliance upon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ll reproduction rights are reserved. Any networking, redistribution, or reproduction of all or 

part of this publication in any form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express permission of JH. While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considered to be true and correct at the aforementioned date, 

changes in circumstances after the time of publication may impact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may change without notice and JH is not in any way liable for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printed and stored or in any way interpreted and used by a us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