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build VA Grant Fund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기관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Rebuild VA 기금을 대상으로 승인된 비즈니스 및 비영리 기관은 적격한 평균 월간 비용의 최대 3배, 최대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build VA 프로그램은 7천만 달러의 자본이 투입되었으며 약 7,000곳의 비즈니스 및 비영리 기관에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기금의 

절반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비즈니스의 대표자를 적절히 포함하여,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는 적격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기관에 분배됩니다. 

 
 

신청은 2020년 8월 10일에 가능합니다. 

GOVERNOR.VIRGINIA.GOV/REBUILDVA 
 

적격성 기준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 기관은 다음 중 하나로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기업(C-Corp), 도관회사(S-Corp, 파트너십, LLC) 또는 소유주와 
별도로 조직화된 기타 법적 법인, 

 501(c)(3), 501(c)(7) 또는 501(c)(19) 조직, 개인 기업 

또는 

 독립적인 계약업체. 

 
또한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 기관은 다음의 비즈니스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식당 및 음료 서비스 비필수 소매업체 건강 및 

운동 시설 

 개인 생활 관리 및 개인 미용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및 공중 

오락 

 개인 캠핑장 및 여름 일박 캠프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 기관은 다음의 추가적인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사업장이 버지니아에 위치, 직원 수 25명 

이하, 

 지난 회계 연도의 총 수익 150만 달러 미만, 2020년 3월 12일 이전에 

운영, 

 현재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에서 우량한 자산 상태 보유, 

 신청자가 법적 활동에 참여해야 함. 

적격 비용 

다음 비용은 Rebuild VA에서 수여한 기금의 적격 사용처입니다(2020년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 

 유급 병가, 의료 또는 가족 휴가를 포함한 급여 지원 및 해당 휴가 기간 

동안 그룹 건강 관리 혜택의 지속과 관련된 비용, 

 직원 월급, 

 대출금, 임대료 및 전기/가스/수도, 

 비상 상황 전 또는 도중에 발생한 국립 은행 또는 주법 은행, 저축 대부 
또는 신용 조합으로부터 받은 기업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 

 적격 개인 보호 장비, 청소 및 소독 재료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필요한 기타 운전 자본. 

 

신청과 함께 제출할 자료 

신청자는 신청 시 다음 별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량한 자산 상태에 대한 SCC 인증서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 기관에 대한 설립 서류, 

 현재 소유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예: VA 운전 면허증, VA 실제 신분증, 
영주권, 여권) 

 2019년 연방소득세 신고서 및 2020년 중간 

재무제표 사본. 2019년 연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 손익계산서 및 2019년 

대차대조표,  

 VA 대체 W-9 양식, 

 적격한 월급 또는 급여를 입증하는 서류, 

 보조 비용 서류(대출금 명세서, 임대 계약, 전기/가스/수도 요금 
청구서, 송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