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iladelphia
COVID-19 
Restaurant & Gym 
Relief Program (
코로나19 식당 및 
체육관 구제 프로그램)
Philadelphia COVID-19 Restaurant and Gym 
Relief Program(RGRP)은 2020년 11월에 제정된 
최신 팬데믹 관련 제한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실내 식사가 
가능한 식당, 체육관 및 실내 운동이 주된 활동인 사업장으로 
제한됩니다.

필라델피아 상무부(Philadelphia Department of 
Commerce)는 PIDC와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기업은,

• 실내 식사가 가능한 식당, 체육관, 또는 실내 운동이 주된 
활동인 사업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영리 목적의 사업 또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필라델피아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상점, 소매점 또는 상업 
공간을 사용합니다.

• 적용 시점에 운영 중이거나 지난 90일 이내에 
운영했으며, 90일 이내에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이전 연간 매출이 2백만 달러 미만입니다.

•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 대비 최소한 25%의 
매출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지방, 주 및 연방 세금을 준수하거나, 승인된 지불 
계획을 준수하거나, 지불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필라델피아 세무부(Philadelphia Department of 
Revenue)는 코로나19로 인한 유연한 지불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연방, 주 및 지역 면허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우선순위
다음 매개 변수는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하지 않지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은 평가 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제한된 자금으로 인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빈곤도가 높은 지역 또는 인근 상업 회랑 지대에 
위치합니다.

• 소수자, 여성 또는 장애인 소유입니다.

• 필라델피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2020년 시민 소요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PIDC
Driving growth to every corner of Philadelphia

https://www.pidcphila.com/
https://www.phila.gov/services/payments-assistance-taxes/payment-plans/set-up-a-payment-agreement-for-your-taxes/


신청 장소 및 방법
자격을 갖춘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phila.gov/RGRP
에서 오전 11시 1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오후 11시 59분 2월 9
일 화요일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며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모바일 장치 또는 컴퓨터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2월 9일 이후에 검토됩니다. 선착순 
프로그램이 아니며, 지원 자격 및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신청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귀사에 대한 기본 정보, 예를 들어:

• 사업 유형 및 구조.

• 고용주 식별 번호(EIN) 또는 사업주의 사회 보장 번호.

• 필라델피아시의 BIRT(Business Income and 
Receipts Tax) 계좌 번호.

• 코로나 이전 및 현재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 수.

• 사업장의 외부 및 내부 사진.

• 해당하는 경우, 보고된 모든 피해 사진 및/또는 
필라델피아 경찰서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2020년 시민 
소요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세부 정보.

• 완료 및 서명된 PDF 형식의 W-9. (참고: W-9 양식은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커뮤니티 파트너를 통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 번역 
서비스, 기술 지원, 사업 피해 문서화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귀하의 동의에 따라 귀하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Philadelphia COVID-19 Restaurant and Gym Relief 
Program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하는 상무부의 사업 서비스 
핫라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business@phila.gov
전화:  215-683-2100

http://www.phila.gov/RGRP
https://www.irs.gov/pub/irs-pdf/fw9.pdf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2Q6EizNxvzO7RhWzEwgioi6PZzk_Az6efqJon2oZrAs/edit#gi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