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nnsylvania COVID-19 Hospitality Industry Recovery Program(CHIRP)은 
펜실베이니아 연방(Commonwealth of Pennsylvania)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접객업의 특정 사업체에 대해 수익 손실을 완화하고 
적절한 운영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조성한 1억4500만 달러의 새로운 주 전역 
기금입니다. 필라델피아 카운티(Philadelphia County)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1,7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 5,000달러에서 50,000달러 범위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PHILADELPHIA

www.PIDCphila.com/CHIRP

자격요건
사업체 요건: 

• 2020년 2월 15일 현재 필라델피아 카운티에 실질적으로 위치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운영을 지속할 예정인 사업체. 

•  주요 활동으로 숙박 하위 부문(721) 또는 음식 서비스 및 음주 장소 
하위 부문(722)에서 NAICS 지정을 받은 사업체. 

• 참조: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북미산업분류
시스템) 코드는 운영 중인 사업체 유형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6자리 숫자로 대
부분의 사업 세금 신고서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COVID-19의 재정적 영향으로 인해 2019년에서 2020년(연간 또는 
분기별 계산) 사이의 총 수입이 25% 감소한 사실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참조: 2020년 1월에서 2월 15일 사이에 영업을 시작한 사업체는 2020년 1분기
를 2020년 다른 분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법인이 아닌 영리 사업체일 것.

• 2020년 2월 15일 현재 정규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일 것.

• 2020년 2월 15일 현재 최대 순유형자산(Tangible Net Worth)이 
1,500만 달러 이하일 것.

• 모든 지방세, 주세 및 연방세를 준수하거나, 지불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지불 계획 승인이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필라델피아시(City of Philadelphia)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방, 주 및 지역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관련 비용을 완불한 
경우. 

•  CHIRP 보조금은 필라델피아 카운티 사업장당(고유 EIN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우선순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 매개변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평가 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제한된 자금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COVID-19의 재정적 영향으로 인해 2019년 2분기에서 2019년 4
분기까지와 202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매년 또는 분기별로 계산)의 
총수입을 비교했을 때 총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참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15일 사이에 운영을 시작한 
사업체는 2020년 1분기에서 2020년 4분기까지의 달을 비교하여 
월평균 총수입 감소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보조금 프로그램 이전에 필라델피아시, 펜실베이니아 연방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COVID-19 구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  2020년 3월 연방의 재난 비상사태 선포와 그 갱신에 따른 강제 폐쇄 
대상이었던 경우.

•  역사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Historically Disadvantaged 
People)이 사업주인 경우. 
 
참조: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찾을 때 전통적으로 불이익을 당해 온 
흑인, 히스패닉계,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또는 태평양 
섬주민이 최소 51%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역사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체입니다.

•  심한 빈곤 지역에 위치한 경우.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체를 고려 대상으로 합니다.

•  여성, 이민자, 장애인 또는 재향 군인이 소유주인 경우.

•  COVID-19 이전의 연간 수익이 3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  필라델피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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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CHIRP, 펜실베이니아 COVID-19 접객업 회복 프로그램)



기금 사용 용도
보조금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체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적격 경비에 해당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 비용은 급여 및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통상적이고 필요한 운영비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비용은 자격이 되는 신청자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자격이 되는 신청자의 거래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비용을 말합니다.

모기지, 임대료 또는 유틸리티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COVID-19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 신청일 사이에 
사업체가 공적 부문 자금을 받아 비용이나 손실에 이미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해당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사항
사업체 관련 정보, 예:

•  사업체의 종류와 구조

• 고용주 식별 번호(EIN),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사업주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 NAICS 코드(운영 중인 사업체의 유형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6
자리 숫자는 대부분의 사업체 세금신고서의 첫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19년과 2020년의 연간 및 분기별 총수입

• COVID 이전 및 현재의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 수

제출할 문서: 

•  2019년 세금 신고서(2019년에 운영된 경우)

•  2019년 분기별 또는 월별 손익계산서(2019년에 운영된 경우)

•  2020년 분기별 또는 월별 손익계산서  

•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작성을 완료한 W9 양식(2018년 10월 
버전을 사용해야 함).

신청 장소 및 방법
APPLY ONLINE: PIDCPHILA.COM/CHIRP

자격이 되는 사업주는 3월15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PIDCphila.com/

CHIR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4월 12

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며 작성하는데 약 

1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모바일 장치 또는 컴퓨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5월 5일 이후에 검토됩니다. 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서는 자격과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www.PIDCphila.com/CHI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