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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This presentation is provided solely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knowledge on tax matters. It does not provide tax advice 

to any taxpayer becaus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any specific taxpayer’s facts and circumstances. 

■ These slides are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are not intended,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 This presentation is © 2020 Korean American Society of CPA of Greater Atlant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transmitted or otherwise distribu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using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Korean American Society of CPA of Greater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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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EIDL &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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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와 PPP 비교 –

최신 정보와 중요한 포인트

EIDL PPP

최고론금액 $150K (some higher) $10M

탕감여부 $10K 그랜트 YES

담보여부 론 금액에 따라 ($25k 이상) No

자동페이먼트지연 12 개월 탕감서류가 처리될 때까지, 
커버기간 10개월 뒤까지

론 terms 3.75% up to 30 years 1% 2 year
5 years (extended)

론사용용도 Rent, utilities
Payroll, accounts payable

Payroll expenses
Rent
Mortgage interest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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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와 PPP 비교 –

감사

감사내용 EIDL PPP

신청자격조건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손실 (substantial 
economic injury)

$2M 미만 소규모 대출은 COVID-19
직전 사업체 존재 여부

대출금액
계산,사용용도

운영경비 (Working 
capital)로만 사용*

$100K max/ 종업원당
정해진 용도 사용 증빙 서류 보관
(지출내용)

탕감금액계산 N/A 기간 24주로 연장
Owner Employee – 2019년 기준
2.5 개월치만 포함
직원의 pay rate, 직원수 유지

감사과정 • 매년 회계년도 만료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 제출

• 회계장부 유지

대출금 탕감 심사 기간중에 SBA가
서면으로 대출기관에 통지로 시작
탕감 심사가 끝난 후 6년 동안은 감사를
제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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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와 PPP 비교 –

감사
감사내용 EIDL PPP

감사과정 대출 만기일로 부터 3 년까지 지난
5년간의 회계장부, 보험약관, 
세금보고서 보관
10% 이상 주주, 파트너,임원에게
지불된 월급및 배당금, 분배금에 대한
자료 보관. SBA는 차용인의 서류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제 3의
독립기관에 요청할수 있고 관련
경비는 차용인이 부담.

감사결과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오용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법에 허용하는
한 다른 손해 배상외에 SBA에
대출금의 1.5배에 대한 책임

SBA가 탕감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대출자의 탕감 신청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거부될 수 있음. 항소
가능
고의로 허위 진술시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25만불의 벌금



9

PPP, EIDL, &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 모두를 다 받으셨나요?

• EIDL과 PPP 융자를 모두 받았을 경우 융자금을 같은 목적(Same Purpose)으로 사용할 수
없음. 그렇다면 같은 용도라도 다른 기간동안 사용되면 괜찮을까요? 아직은 확실하게
SBA/재무부의 세부 지침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IDL과 PPP융자금을 모두 가지고 계신 사업체라면 페이롤 비용을 두 융자에서 모두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 권함니다.

• 부득이 두 대출금을 다 페이롤 급여에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 한쪽 대출금이 다
사용된후 다른 대출금을 쓰시기를 권함니다

• EIDL을 받으신 분들은 혹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구제지원금, 혹은 타 출처 보상금 수령을 할
경우, SBA에 즉시 통보하고 SBA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사업체는 다른 보조금을 신청시
이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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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 

GEORGIA UNEMPLOYMENT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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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Claims 실업수당 종류

Description Benefit

GA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GA UI

PUA

▪ Up to $365/week for 39 weeks 
(26 weeks + PEUC 에 의해 13주 연장)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 Weekly $600 payment (GA 또는
연방정부 실업급여 수혜자)

▪ The week ending 4/4/2020 –

7/25/2020

▪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의 자격이 없던
자영업자, 1099을 받는 독립 계약자, 교회
직원, 비영리 직원 또는 근무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주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 실업급여 기간을 13주 더 연장

FPUC

PE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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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Claim: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신청해 주는 프로그램, 시간이 주당 $300 이상
줄어들거나 일시적으로 해고되어서 다시 돌아올 종업원들이 대상. 일시적인 해고가 아니어도, 
종업원의 불가피 한 사정 (Corona virus, 노양자, 가족 부양) 이 있는 종업원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실업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소급해서 적용가능

UI: 일반적인 실업수당 신청. 해고당한 종업원이 직접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는 것. 
최근 4분기 급여 기록중에 최고 2분기 급여 기록이 기준에 맞으면 실업 수당이 신청 가능하고, 
승인 되면 주정부 실업 수당 외에 연방정부 프로그램FPUC $600 이 더해진다. 고용주의
실업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소급해서 적용이 안됨

PUA: 일반적인 실업수당 자격이 안되거나, 자영업자, 독립 사업자등 그외 모든 경우 신청 할
수 있음. 주정부 실업수당 에 연방정부FPUC $600 이 더해져서 수령 하게 됨. 4월 첫주 부터
소급해서 신청 가능하고 7/25 일이 마지막임. 다만 PUA 에 신청해도 최근 몇년간 종업원으로
일 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주를 통한 UI 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UI 가 적용
되어서 소급해서 신청 할 수 없음.

Unemployment Claims 실업 신청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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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Claims 실업 급여대상

신청당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19년에 독립 사업자로 일했습니까?

2020년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했던 경우

2019 년에 일을 안했지만 2020년에 독립 사업자로 일을 했습니까 ?

2019 년에 일을 안했지만 2020년에 종업원으로 일을 한 경우

2020 년에 일을 안하고 있었지만 2019년에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까 ?

2020 년에 일을 안했지만 2019년에 독립 사업자로 일을 했습니까 ?

종업원으로 일한것도 있고 독립 사업자로 일한 적도 있는 경우

4분기 중 2분기 최고 급여
액수가 충분하고 주당 급여가
$30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고용주가 partial claim
신청 가능

모든 경우 PUA 신청 가능

네

아니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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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Claims 실업 신청방법

고용주가 신청해주는 Partial claim 을 제외 한 UI, PUA 는 모두 노동부 홈페이지
www.dol.georgia.gov 에서 신청해야 한다. 

UI 를 먼저 신청한 후 승인 편지 (determination letter) 가 오면 그때 부터 매주
Weekly claim 을 하면 되고 반대로 “rejection” 관련해서 이메일이 오면 PUA 를 신청

이메일에 있는 PUA 신청 링크 를 클릭해서 따라가면 소셜 번호를 넣고 PIN 를 만든 후
PUA 신청 질문을 작성 한다

모든 신청이 끝나고 승인이 나오면 “Claim weekly Benefit Payment” 
혹은 “Request weekly PUA payment” 를 매주 해주어야 한다

http://www.dol.g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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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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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A 신청을위해 UI 를신청한 후받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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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A 신청을위해 UI 를신청시 묻는주요 질문

▪ 많은 질문이 있으나 상식선에서 대답한다.  자세한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하여도
일단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 What is the lowest salary you will accept? – 주당 환산해서 넣는다
예) 월급이 $3,000 이면 $3,000 x 12=36,000, $36,000/52 week= $692 per week

▪ How many weeks did you work in the last 18 months?
(Note:There are 78 weeks in an 18 month period) *

▪ 이 질문에서 No 를 하면 더이상 질문이 없이 끝나고, PUA 로 가라는 email 을 기다
린 후 PUA 를 신청 하면 된다.

▪ Yes 를 하면 과거 일했던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하도록 질문이
나오고 끝까지 작성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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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A 신청을위해 UI 를신청한 후

PUA 신청시 주요 질문

▪ 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나, 적절한 대답을 선택한다.

▪ 2019년분기별 수입 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다. 2019년 본인의 소득을 4번으로 나누어
기입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 0 으로 넣는다.

▪ 소득 증빙에 다한 자료를 무엇을 제출할지 묻는다. 아래 해당되는 양식을 적어 넣는다.
- 세금보고의 Schedule C
- Form 1099
- Form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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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EIDL, &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 모두를 다 받으셨나요?

• EIDL융자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는 실업수당 신청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EIDL로 월급을 주었다면 UI 신청은 중단해야 합니다. 

• PPP 와 PUA 두 프로그램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기간에 두가지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 만약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상황이면 PPP로 자영업자에게 지불된 액수는 소득으로 해당
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PPP 로 인한 수입을 보고하지 않으면 사기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PP 대출금을 소진한 이후에는 만약 코비드 사태전 만큼 수입이 회복되지 않거나 일부만
회복될 경우 PUA신청을 재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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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마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