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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증명
신청서를 꼼꼼하게 읽고, 해당되는 질문에 빠짐없이 답한 다음 본인의 적격성 및 요건 충족 경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build VA 지원 자격을 충족하려면 귀하의 사업체 또는 소속 조직은 반드시 소유주와는 별개로 조직된 기업, 도관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 501c3, 501c7 또는 501c19 단체, 버지니아 부족,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업자이고 동시에 총 수익이 $10,000,000
이하이거나 또는 직원 수가 250 명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예-아니오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1.

귀사의 주 사업장이 버지니아 주에 위치해 있습니까?

2.

귀사는 그 생산 활동을 주로 또는 그 상당 부분을 버지니아 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의 전일 근무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파트타임 근무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숫자값)

4.

전일 근무 직원 중 버지니아 주 영구 거주자는 몇 명입니까? (숫자값)

5.

전일 근무 직원 중 버지니아 주 영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숫자값)

6.

귀사의 가장 최근 달력 연도 또는 회계 연도 연간 총 수익은 얼마입니까? (숫자값)

7.

귀사는 버지니아 주세가 미납된 상태입니까?

8.

버지니아 주세가 미납 상태인 경우 귀사는 납부 계획을 마련해 두었습니까?

9.

귀사는 합법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10. 귀사는 연방, 주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11. 귀사는 코로나 19 로 인해 폐쇄되었거나 활동에 제한을 받았습니까?
12. 귀사는 코로나 19 로 인해 CARES 법에 따른 경제 활성화 지원금을 수령했습니까?
13. 귀하 본인 또는 귀사는 로비스트입니까?
14. 귀하, 또는 귀하 사업체의 소유권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중 자녀 양육비를 육십(60) 일 이상
미지급 상태인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체 정보
☐ C-Corp ☐ S-Corp ☐ LLC 또는 PLLC ☐ 파트너십 ☐ LLP ☐ 501(c)3 ☐ 501(c)7 ☐ 501(c)19 ☐ 자영업자 ☐ 독립 계약업자
이름:
설명:

TIN:

SSN

설립일:
NAICS 코드/설명:

/

/

SCC 사업자 등록 번호:
/

(https://cis.scc.virginia.gov/)
(https://www.census.gov/eos/www/naics)

주 사업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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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카운티:
팩스:

우편 주소: (위 주소와 다른 경우):
상세 주소:
주:

시:
우편번호:

카운티:

이메일:

웹사이트:

연락 담당자 이름:

직책:

이메일:

신청 및 증명
소유주 정보
이름:

직책:

상세 주소:
주:
이메일 주소:

시:
우편번호:

카운티:
전화번호:

소유 지분 퍼센트:
소유주 사진 ID: 여권, VA Real ID, 버지니아 주 운전면허증 또는 거주 외국인증의 유효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귀사는 인증 받은 SWaM(소상공인, 여성 또는 소수 집단) 소유 사업체입니까? ☐ 예, SWaM 인증 번호:

☐

아니오
귀사는 DBE(약자 소유 기업)입니까? ☐ 예, DBE 인증 번호:

☐ 아니오

귀사는 VA의 전자 조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예, eVA 벤더 ID:

☐

아니오
정부 모니터링 목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해당 상자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VSBFA(Virginia Small Business Financing Authority, 버지니아 주 중소기업 자금조달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소유권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제출을 권장합니다. VSBFA는 이 정보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으며 이 정보는 VSBFA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여기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 이 정보 제공을 원치 않습니다
이 정보 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해 주십시오.
2

2020년 10월 21일

 출신 민족: ☐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아님
 인종(하나 이상 선택)
☐ 미국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 아시아계, ☐ 백인, ☐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퍼시픽 아일랜더
 성별: ☐ 여성 ☐ 남성 ☐ 기타
 재향 군인 신분: ☐ 예, 미국 군대 제대 군인입니다 ☐ 아니오, 미국 군대 제대 군인이 아닙니다
 여성 소유 사업체: ☐ 예 ☐ 아니오
사업체 소유 지분의 51% 이상이 여성 1명 이상의 소유이거나, 기업, 파트너십 또는 LLC, 또는 기타 법인체의
경우 주식 소유 지분의 51% 이상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 보유 외국인인 여성 1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십시오
 소수 집단 소유 사업체: ☐ 예 ☐ 아니오
사업체 소유 지분의 51% 이상이 소수 집단 구성원 1명 이상의 소유이거나, 기업, 파트너십 또는 LLC, 또는
기타 법인체의 경우 주식 소유 지분의 51% 이상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 보유 외국인인 소수
집단 구성원 1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십시오.
 귀사 사업장이 저소득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 예, LIC 트랙트 번호:

☐

아니오

신청 및 증명
필수 인증 서류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소유주

소유주의 현재 사진 ID. 다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유효해야 합니다.
☐ 버지니아 주 운전면허증
☐ VA Real ID
☐ 거주 외국인증
☐ 여권

주 납세 양식(지원금

지불에 필요합니다)

☐

버지니아

주

대체

W-9

양식(https://www.sbsd.virginia.gov/wp-

content/uploads/2020/07/W9_COVSubstitute.pdf.) *W-9 에는 반드시 DUNS
번호(http://www.dnb.com/us/)가 포함되어야 하며, 빠진 부분 없이 작성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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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신청서 상 기재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서명해 스캔하거나 Adobe Fill & Sign,

Docusign 또는 그와 유사한 서명 프로그램을 사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 및 성실

☐ 다음 조직에 한해 필요: 501c3, 501c7 또는 501c19 조직, 버지니아 부족,

납세자 신분 확인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업자.
☐

해당되는

항목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상호

증명서(https://cis.scc.virginia.gov/)
☐ IRS 결정 서한

수익

☐ 2019 년도 연방 법인세 신고서(전 부속서류 포함) 및 2020 년 YTD 중간

손익 계산서, 또는
☐ 2019 년도 연방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 연도에 대해
연말에 내부적으로 작성한 손익 계산서 및 2020 년 YTD 중간 손익 계산서

신청 및 증명
승인 받은 신청자는 월 순환 사업 경비의 세(3) 배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함께 최대 $100,000까지 코로나19 관련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RES 법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자는 Rebuild VA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경비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경비 & 필수 제출 서류
순환 경비

서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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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병가, 의료 휴가, 또는 가사 휴가 등이

다음은 급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정되는

포함되는 급여 지원금 및 해당 휴가 기간 중 직장 건강

근거 서류입니다.

보험 보장의 지속과 관련한 비용



$

가장 최근 버지니아 주 고용위원회 분기
보고서: FC21/20
(http://www.vec.virginia.gov/employers/VECFC-2120)



가장 최근 급여 처리 기록, 1099-MISC 양식



1040-ES 양식(워크시트 포함)



자영업자에만 해당 - 총 소득액이 나와 있는
2019 년도 소득 신고서

모기지 납부

가장 최근 사업체 모기지 명세서

$

렌트 또는 리스 납부

현재 렌트 또는 리스 계약서

$

공공서비스 정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인터넷

환급 신청하고자 하는 각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

서비스

해당 청구자로부터 받은 가장 최근 공공서비스
요금

청구서를

첨부하십시오.

납입

증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긴급 사태 이전 또는 중에 발생한 사업 대출금에 대한

사업 대출금에 대한 가장 최근 월 명세서

$

원금 및 이자 납입금

코로나 19 관련 경비(2020 년 3 월 24 일 당일 또는 이후에 지출)
코로나 19 전염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 인프라,

$

기술 또는 기타 자본 자산 구입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
코로나 19 예방 관련 OSHA 및 VDH 안전 기준 준수에

구매 또는 설치 또는 구매 계약서에 따라

필요한 경비

$

지불한 청구서/영수증

드라이브스루 창 설치를 포함해 바이러스 전염

$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 기준 준수 목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
무접촉 기술 또는 장비의 활용 또는 단계적 도입

$

목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비 또는 대응을 위한 장비,

$

인프라, 기술 또는 기타 서비스의 구매

신청 및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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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승인



신청서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빠진 부분이 없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하기 위해 상식적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높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는 업무일 기준으로 21 일이 소요됩니다.

통지



모든 신청인에 대해 결정이 내려지면 통지해 드립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Virginia Treasurer’s Office(버지니아 주 재무부)에서 수표 형태로 지급됩니다.



높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금 수표의 우편 발송에는 지원금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21 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종이 신청서 및 양식도 접수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신청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 확률을 더 높여줍니다. 프로그램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프로그램 재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 선착순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 있는 버지니아 주 W9 양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필수 제출 서류는 빠짐 없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누락된 신청은 불완전한 것으로
판정되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및 우편 주소: Virginia Small Business Financing Authority

Rebuild VA Grant Fund Processing
P. O. Box 446 Richmond, VA 23218-0446
전화: 804-371-8254 팩스: 804-225-3384
이메일: Rebuild VA Grant Fund@sbsd.virginia.gov
VSBFA(Virginia Small Business Financing Authority, 버지니아 주 중소기업 자금조달청)는 버지니아 주 정부의 정치적 소속
기관으로, 이 신청을 통해 제출되는 모든 정보에는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자유 법) 요청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모든 신청인에게는 버지니아 주 법규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이해 상충 조항도 포함됩니다.

☐ 본인은 이로써 Rebuild VA에 따라 수령하는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순환 경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신청인이 CARES 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코로나19 관련 경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여기에
제출하는 정보 주장 및 서류, Rebuild VA 지원 기금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정보는
VSBFA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자,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이고,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임을 증명하며, 위증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체명:
서명자:

날짜: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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