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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우선순위
최대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신청자의 2019년 연방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바에 따름) 모든 부문 내 LMI 소상공인과 최대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신청자의 2019년 연방 세금 보고서에 보고된 바에 따름) 71(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또는 72(숙박 및 식품 서비스)로 시작하는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를 보유한 사업체

두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 그룹의 자격을 갖춘 모든 사업체 및 백만 달러~3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신청자의 2019년 연방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바에 따름) 모든
부문 내 LMI 소상공인과 백만 달러~3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신청자의
2019년 연방 세금 보고서에 보고된 바에 따름) 71(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또는 72(숙박 및 식품 서비스)로 시작하는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를 보유한 사업체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우선순위

세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및 두 번째 우선순위 그룹의 자격을 갖춘 모든 사업체 및 3백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신청자의 2019년 연방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바에 따름) 
모든 부문 내 LMI 소상공인과 3백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신청자의
2019년 연방 세금 보고서에 보고된 바에 따름) 71(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또는 72(숙박 및 식품 서비스)로 시작하는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를 보유한 사업체

프로그램 요약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자금 지원은 백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리는
소상공인을 우선시합니다.

3

차례 우선순위 날짜 차례 설명

1 1 www.covidresilience.nyc
를 확인하세요

백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리는 자격이 있는
사업체에만 자금이
지원됩니다.

2 1, 2 www.covidresilience.nyc
를 확인하세요

3백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리는 자격이 있는
사업체에만 자금이
지원됩니다.

3 1.2, 3 www.covidresilience.nyc
를 확인하세요

모든 수익 규모의 자격이
있는 기업을 자금 지원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http://www.covidresilience.nyc/
http://www.covidresilience.nyc/
http://www.covidresilience.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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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마치려면 전체 신청 과정에서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외의 웹 브라우저는 저희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구글 크롬이 깔려 있지 않으면
https://www.google.com/chrom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구글 크롬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세요.
1. 캐시 정보를 삭제합니다.
2. 시크릿 모드를 사용합니다.
3. 팝업 차단 기능을 해제합니다.

캐시 데이터
캐시 데이터는 이전에 사용한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주로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 검색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캐시 데이터는
예전 암호나 이전에 잘못 입력된 정보 등 오래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1

시크릿 모드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정보를 비공개로 입력할 수 있고 귀하의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캐시로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팝업 차단 기능 해제
신청 절차에서 귀하가 입력하신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팝업 메시지가 여러 개 뜨게 됩니다. 구글 크롬의 팝업 차단 기능을
반드시 해제해야 팝업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팁 #1
구글 크롬을 사용하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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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에서 새 창을 열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1단계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이동하여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선택합니다.

2단계

"데이터 삭제"를 선택합니다.

3단계

1

2

1
2

1

캐시 정보 삭제 방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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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웹 브라우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고, "새
시크릿 창"을 선택합니다. 브라우저가 새 창을 열 것입니다.

1단계

시크릿 모드 사용 방법 7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구글 크롬에서 새 창을 열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1단계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이동하여 "사이트 설정"를 선택합니다.

2단계

"팝업 및 리디렉션"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상태는 "차단"에서 "허용"으로 변합니다.

3단계

1

2

1

2

1

2

3

팝업 차단 기능 해제 방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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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요한 문서는 포털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포털에
문서를 업로드할 때 문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정렬되어
있으며 방해가 되는 배경이 없어야 합니다. 

문서 업로드 시 주의사항:
• 모든 문서는 반드시 PDF 형식이어야 합니다(정부가

발급한 ID는 PDF나 JPEG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파일 크기는 반드시 15MB 미만이어야 합니다.

• 파일명은 특수문자(!@#$%^&*()_+)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 파일에 암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스캐너가 없는 경우
무료 모바일 스캔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Genius Scan
애플 |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안드로이드 |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Adobe Scan
애플 |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안드로이드 |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올바른 사례: 
문서가 명확하고
정렬되어 있음.

잘못된 사례: 
1. 문서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문서가 창 앞에 있고(방해가 되는

배경) 사진에서 손이 보이는 경우.

팁 #2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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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s.apple.com/us/app/genius-scan-pdf-scanner/id37767287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hegrizzlylabs.geniusscan.free&hl=en_US&gl=US
https://apps.apple.com/us/app/adobe-scan-mobile-pdf-scanner/id1199564834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dobe.scan.android&hl=en_US&gl=US


신청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고 신청서에 철자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알림 사항 및 신청서에 대한 추가
안내는 귀하가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잘못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경우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귀하의 신청서 작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
다음과 같은 이메일 주소는 저희 시스템에서 허용 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info@
으로 시작하는 이메일 예: info@mycompany.com

@contact.com 또는 @noreply.com
으로 끝나는 이메일 예: mycompany@contact.com
예: mycompany@noreply.com

!

팁 #3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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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중에 귀하의 비즈니스 활동에 해당하는
북미산업분류 시스템(NAICS)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NAICS 코드 시스템은 연방통계기관에서 미국 경제 관련
통계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게시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귀하의 NAICS 코드는 자체 할당되며 귀하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주요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NAICS 코드를 찾으려면 웹사이트
https://www.naics.com/search/를 방문하십시오.

팁 #4
귀하의 NAICS 코드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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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https://www.naics.com/search/


이 프로그램은 LMI 소규모 비즈니스를 우선시합니다.

“LMI 소상공인”은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HUD)가
중하위 소득으로 결정한 인구 조사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LMI(중하위 소득) 
커뮤니티는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중위 가족 소득이 대도시 지역의 중위 가족 소득(대도시
지역의 인구 조사 지역)의 80% 미만인 미국 인구 조사
지역입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뉴욕시 소상공인 서비스에서 정의한
승인된 LMI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https://covidresilience.nyc/lmi-map/

팁 #5
귀하의 LMI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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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든 웹 사이트 및 웹 애플리케이션 절차는 다음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 아랍어
• 벵갈어
• 중국어(만다린어)
• 프랑스어
• 아이티 프랑스어
• 한국어
• 폴란드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우르두어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888-959-6471 번호를 통해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툴은 웹 브라우저의 오른쪽 상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6
번역 툴을 사용하십시오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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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웹 사이트에는 접근성 기능이 있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능은
그들이 웹 사이트를 제한없이 더 쉽게 사용 및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ovidresilience.nyc 사이트를 통해
유저웨이(UserWay)의 웹 접근성 위젯(Web 
Accessibility Widget)을 이용할 있고, 이 위젯은 전용
접근성 서버에 의해 구동됩니다. careliefgrant.com 
접근성 메뉴는 페이지 구석에 나타나는 접근성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메뉴를
실행한 후, 이 메뉴가 완전히 로드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팁 #7
접근 가능성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클릭하여 접근성 메뉴를
표시하십시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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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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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름
• 성
• 이메일1

• 전화번호
• 법률상 사업체명
• 사업체 우편번호
• 선호하는 언어 2

• 저희에 대해 어떻게 아셨나요?3

SMS/문자 정책
신청 상태 업데이트는 SMS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MS/문자로 알림 사항을 받으시려면, SMS 또는 문제 메시지를 읽은 후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접근할 받은 편지함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Lendistry의 모든 업데이트 및 추가 요청 사항은 본 문서에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2. 선호하는 언어 선택은 고객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 Lendistry가 신청자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귀하의 선택은 신청 검토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섹션 1: 
신청 절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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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소유주의 이름
• 소유주의 성
• 소유주의 이메일 주소
• 소유주의 휴대폰 번호
• 소유주의 주소, 도시, 주, 우편 번호 및 국가1

• 소유주의 출생일
• 소유주의 사회 보장 번호(또는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2

• 소유 지분 비율

이용 약관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함을 확인하는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1. P.O. 박스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2. 소프트 신용 조회의 목적은 해외 자산 통제국(OFAC) 목록과 비교하여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섹션 2: 
소유주 세부 정보

이용 약관에 동의하려면 동의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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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법률상 사업체명
• “DBA”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DBA가 적용되지 않으면

NONE을 입력하십시오.)
• 사업체 EIN(또는 EIN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SSN/ITIN)
• 사업체 전화번호
• 사업체 유형
• 설립 또는 형성 상태
• 사업체 주소(P.O. 박스는 허용되지 않음)
• 사업체가 위치하는 구
• 위치 유형
• 사업체 개설일
• 사업체 웹사이트(웹사이트가 없을 경우 NONE.COM을

입력하십시오)
• 사업체 단계

섹션 3: 
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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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보조금의 목적
• 보조금 자격 금액 (중요 참고사항: 자격이 있는 신청자당 본

보조금의 고정 금액은 $10,000입니다.)
• 2019년도 연간 총수입(세금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본 보조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까요?
• 2020년 정규직 풀타임 직원 수1

• 2020년 정규직 파트타임 직원 수1

• 2020년 임시직 풀타임 직원 수1

• 2020년 임시직 파트타임 직원 수1

• 2020년에 창출된 일자리 수1

• 2020년에 유지된 일자리 수1

1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W-2를 받은 사업주는 직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4: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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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필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주 대상 고객은 누구입니까?

o B2B: 기업 대상
다른 사업체에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

o B2C: 일반 소비자 대상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

• 귀하의 사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업체 유형은 무엇입니까?
• NAICS 코드(귀하의 NAICS 코드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https://www.naics.com/search/를 방문하거나 본 안내의
11페이지를 보십시오.)

• 여성이 소유한 사업체입니까? 1

• 퇴역 군인 소유의 사업체입니까? 1

• 장애가 있습니까? 1

• 인종은 무엇입니까? 1

• 민족은 무엇입니까? 1

• 프랜차이즈입니까? 1

• 낙후지역입니까? 1

1응답은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섹션 5: 
비즈니스 인구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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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1.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사업체의 수익이 최소 25% 감소했습니까?
• 예라고 응답한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익 감소를 나타내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 문서를 1년 전체 또는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인지 분기별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인지 표시하십시오.

2. 2019년도 연간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세금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3. 2020년도 연간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세금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4. 2019년에 몇 개월간 영업했습니까?
5. 2020년에 수익을 올렸습니까?
6. 귀하의 사업체는 상이 퇴역 군인 소유입니까?
7. 귀하의 사업체는 공동 소유입니까?
8. 귀하의 사업체는 다음 부문 중 하나에 속합니까?: 예술, 레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 외식 산업, 숙박
9. NYC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10. 귀하의 사업체는 이민자 소유입니까?
11. 귀하의 사업체에 대한 기타 COVID 구호 자금을 신청하셨습니까?
12. 귀하의 사업체가 현재 뉴욕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뉴욕주의 자치구 5개

포함: 브롱스,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및 스태튼 아일랜드)?

섹션 6: 
공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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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 계속하여 신청서 제출하기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아래 드롭다운에서 “YES(예)”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계속”을 클릭하면 더 이상 응답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서 제출을 계속하면 추가 지침이 담긴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옵션 2: 저장하고 나중에 신청 계속하기
신청서를 편집하거나 나중에 작성 완료하려면 아래 드롭다운에서
“NO(아니요)” 를 선택하고 “저장 후 나중에 계속”을 클릭하세요. 

포털 사용자명과 임시 비밀번호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세요. 
거기에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출:
계속하고 제출 또는 저장하고 나중에 계속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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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포털 계정을
활성화하십시오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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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온라인 신청의 "신청 절차 시작하기" 섹션에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이메일로 귀하의 포털 계정을 활성화할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신청서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받은 편지함에 해당 이메일이 없으면, 클러터, 
정크 및 스팸 메일 보관함도 확인해 보십시오.

포털 계정 활성화:
할당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인님,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제공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포털에서 새
계정을 활성화하십시오.

정보를 추가하고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하려면 포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용자명 및 비밀번호:
사용자명: myapplication@yopmail.com
비밀번호: NLKDJdjskfs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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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포털에서 귀하는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완료하지 않은 신청서 제출
• 문서 업로드
• 은행 정보 연결
• 상태 업데이트 확인.

로그인 후에 귀하의 신청에 대한 요약 및 상태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하고 은행 정보를 연결하려면 "문서
및 은행 정보 업로드"를 클릭하십시오.

Lendistry의 포털:
알아야 할 것

1

2
3

4

1. #DIR(신청 번호)—고객 서비스 센터
문의 시 이 번호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참조하십시오.

2. 귀하가 신청한 보조금 프로그램.

3. 신청 상태.

4. 보조금 액수. 참고: 자격이 있는
신청자당 본 보조금의 고정 금액은
$1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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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업로드 방법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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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검토하여 문서를 올바르게
업로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빨강): 적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 *(파랑): 파일 검토 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귀하의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인 경우 해당란에 N/A(해당

없음)를 표시해주십시오. 
• 신청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익 감소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귀하는 2020년 사업체 세금
보고서를 업로드하거나 2019년 및 2020년 분기 재무 정보를
업로드하여 전체 연도에 대한 본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문서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정부가
발급한 ID는 JPEG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 크기는 15MB 미만이어야 합니다.
• 파일명은 특수문자(예: ~!@#$%^&*()_+)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포털은 특수문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 포털은 특수문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문서 업로드: 
신청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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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1.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

2. "파일 찾기"를 클릭하여 귀하의 기기에서 문서를 찾습니다.

1. 비밀번호(해당하는 경우):
• 문서에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서

YES(예)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 문서에 암호가 걸려 있지 않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NO(아니요)를 선택하고 암호란을 비워둡니다. 

"문서 업로드"를 클릭해 파일을 포털에 업로드합니다.

문서의 상태가 '보류'에서
'완료'로 변경됩니다.

모든 신청인은 필수서류를 신청 후 가능한 한 빨리 14 영업일 이내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업로드 방법

1

2

3

4

>1

2

3

4

보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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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주의 사항: Lendistry는 인수 절차의 일부로서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지원 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문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업 면허/허가, 사업 설립 문서 및/또는
추가 신분증 양식.

1. 신청 증명 완료 및 실행

2.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 ID

3. 2019년에 제출 완료된 사업세 신고서

필수
서류

4.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감소 증명
• 2020년에 제출 완료된 사업세 신고서 *또는* 2019년 및

2020년의 비교 가능한 분기에 대한 분기별 재무(즉, 매년
동일한 3개월 기간)

5. 완료 및 서명된 W-9 문서

6. 연간 매출이 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NYS-45 형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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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https://covidresilience.nyc/#grant-application-attestation
https://www.irs.gov/pub/irs-pdf/fw9.pdf
https://www.tax.ny.gov/pdf/current_forms/wt/nys45_fill_in.pdf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귀하는 신청 증명서를 서명하여 웹 신청 및
지원 문서에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신청 증명서는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서명된 신청 증명서를 포털에 업로드해 주십시오. 보조금 심사에
필요합니다.

신청 증명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다운로드하여 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2. 인쇄하여 수기로 작성합니다.

보조금 신청 증명서
다운로드 및 작성 완료 방법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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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장치에 애플리케이션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합니다.

1단계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 증명서를 찾아 해당 위치에서 파일을
엽니다. 신청 인증서가 PDF 파일 형식으로 열릴 것입니다. 

2단계

전자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파일> 저장으로 이동하거나
키보드에서 CTRL + S를 눌러 파일을 다시 저장합니다.

3단계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1 2다운로드. 저장.

신청 과정 중에 작성한 신청 증명서를 포털에 업로드합니다. 

4단계

양식을 전자 방식으로 작성하는 방법 31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증명서를 인쇄합니다.

1단계

검은색 펜으로 신청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글씨여야
합니다.

2단계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완성된 애플리케이션 증명서를 스캔하여 포털에 업로드합니다.

3단계

양식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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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서에 보조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W-9 
양식은 귀하에게 보조금에 대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W-9 양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제공하십시오. 
W-9 형식의 현재 검토

이어지는 세(3) 페이지는 W-9 양식을 한 줄씩 작성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또는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한 영상 튜토리얼은 다음 IRS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irsvideos.gov/Individual/Resources/HowToCo
mpleteFormW-9

W-9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

여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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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줄: 이름
• W-9 양식의 첫 번째 줄에는 귀하의 이름을 적습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귀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첫 번째 줄의 이름은 TIN과 관련된 IRS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줄의 이름은 절대 불인정 법인(단일 소유자 LLC)이 되면

안 됩니다.
o 단일 구성원인 LLC의 소유자도 불인정 법인인 경우, 불인정

법인이 아닌 첫 번째 소유자의 이름을 제출하십시오.

2번째 줄: 사업체명
사업체명이나 상호명이 있거나, 사업체명 또는 불인정 법인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번째 줄의 사업체명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줄: 연방세 구분
하나의 란만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입력한 사람이
해당되는 미국 연방세 구분 란을 선택하십시오.

W-9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

1번째 줄

2번째 줄

3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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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줄: 공제
• 공제 코드는 보충세금공제에서 공제된 지불에 대한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은 보충세금공제에서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업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자 및 배당금과 같은 특정
지불금에 대해 보충세금공제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다음 지불금에 대해 보충세금공제에서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총 수익금, 의료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지불 카드 또는 제3자
네트워크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 귀하의 사업체가 잠재적 보충세금공제에서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용할 적절한 코드에 대해 W-9 양식에서 제공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W-9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

4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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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및 6번째 줄: 주소
• 5번째 줄에는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요청자에게 주소를 이미

제공했고 이것이 새 주소인 경우 상단에 "새 주소"라고 적습니다.
• 요청자가 귀하의 사업체에 대해 잘못된 주소 또는 TIN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요청자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6번째 줄에는 도시, 주, 우편번호를 입력하십시오.

7번째 줄: 계좌 번호
7번째 줄은 선택 사항입니다. 일부 사업체는 벤더에 여러 계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줄은 본 W-9가 속한 계정을 명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W-9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

5번째 줄

6번째 줄

7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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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보
연결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37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은행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금 지원을 승인 받으면 귀하는 Plaid를 통해 사업체 은행 계좌를
Lendistry 포털에 연결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Plaid는 제3자
기술 회사로서 Lendistry 포털과 같은 앱으로 은행 또는 신용 조합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은행 기관이 Plaid를
통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인증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귀하의 허락 없이 외부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Lendistry는 해당
기술만을 사용하여 귀하의 은행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주의 사항
모든 신청자는 사업체 뱅킹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체
유형이 자영업자인 경우, 은행 계좌는 반드시 비즈니스 당좌 예금
계좌여야 하고 귀하의 성명 또는 DBA와 일치해야 합니다.

은행 정보
연결

!

38



뉴욕시 소상공인
회복 지원 보조금

비즈니스 은행 계좌 연결 방법
은행 정보 연결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은행 계좌 연결’을 클릭하여 Plaid 창을 엽니다. 
• Plaid에서 귀하의 거래 은행을 찾으십시오. 
• 귀하의 온라인 뱅킹 계좌에 로그인하여 Lendistry 포털과

연결하십시오. 

2단계
인증 방법을 불문하고 2단계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와 은행 코드를 포함하여 은행 정보를 기입하세요. 
• "기업 계좌명"은 계좌 유형을 입력하는 란이 아닙니다. 이 란은

계좌의 이름을 입력하는 란으로, 반드시 은행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귀하의 기업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 정보
연결

Plaid에서
계속하십시오.

귀하의 거래 은행을
찾으십시오.

귀하의 온라인 뱅킹
계좌에

로그인하십시오.

승인을
확인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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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였지만
완료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포털에 로그인하고 신청서의 모든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보조금 심사를 받으려면 신청서 작성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상태:
미완성

신청 대상: NYR

NYR

신청 대상: NYC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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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귀하의 신청서는 현재 자격 심사 중입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귀하의 선정 결과 공지는 이메일로
확인하십시오. 귀하는 선정되셨거나, 대기자 명단에 올랐거나, 또는
선정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선택했다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귀하의 응답이
귀하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내고, 
귀하의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상태:
선정 과정 대기 중

신청 대상: NYR

$10,000.00

신청 대상: NYC

선정
과정 대기 중

문서 및 은행 정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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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저희 프로그램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고 신청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선정되셨습니다. 
선정되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Lendistry가 귀하의 신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모든 필수서류는 PDF 형식으로
업로드하시고 업데이트 및/또는 후속 요청을 위해 이메일을
계속해서 확인하십시오(스팸 및 휴지통 폴더 확인을 잊지 마십시오). 

상태:
심사 중, 확인 보류 중

신청 대상: NYR

$10,000.00

신청 대상: NYC

심사 중, 
확인 보류 중

문서 및 은행 정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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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귀하의 신청서는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귀하의 신청서가 오류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저희 콜센터에 888-959-6471 번호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태:
선정되지 않음

신청 대상: NYR

$10,000.00

신청 대상: NYC

선정되지 않음

문서 및 은행 정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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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시작했으나 60일 이내에
작성 완료 및 모든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하지 못하면, 귀하의 신청은
무효 처리되고 더 이상 검토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신청 절차를 계속하고 싶을 경우, 콜센터에
888-959-6471 번호로 연락하여 귀하의 신청을 재개하십시오. 

상태:
무효

신청 대상: NYR

NYR

신청 대상: NYC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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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포털에서 은행 정보를 연결했으며
귀하의 자금은 해제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하셔야 할 일: 포털에 연결한 은행 계좌에서 보조금을
확인하세요. 자금이 표시되는 데 3~5일이 소요됩니다.

상태:
보조금 지원 받음

신청 대상: NYR

$10,000.00

신청 대상: NYC

보조금 지원, 자금이 표시되는 데
3~5일이 소요됩니다.

문서 및 은행 정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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