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최근 발생한 COVID-19 사태 관련 법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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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 S. Lee 변호사, 박수현 (Stacy Park) 변호사  

 

COVID-19 대유행 관련 고객 지원 

Procopio (프로코피오) 는 현재와 같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OVID-19 사태에 직면한 기업들의 의사 

결정 및 대응 방향 모색에 필요한 최신 법적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는 COVID-19 자원센터 

웹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procopio.com/covid19  

당사의 COVID-19 자원 센터에 포함된 문건 및 자원 중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회사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귀하의 사업에 당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Procopio 소속 박수현 (Stacy Park) 변호사 또는 Samuel Lee 변호사에 연락하셔서 편리하게 한국어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따른 사업지원자금 

COVID-19 대유행으로 의회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방 긴급구제 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 조 

달러 규모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에 따라 미국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기업들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월급지원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500 명이하의 회사에게 6 월 30 일까지 2.5 개월에 해당하는월급을 직원 1 인당 $100K (십만불)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총  $10M (천만불)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추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8 주의 

지불된 주급과, 유틸리티 (물세, 전기/개스세), 건물렌트비, 모기지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Coronavirus 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게 주는 융자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https://www.procopio.com/covid19


500 명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은행을 통해 $200K 까지 담보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 기업에게는 $10K 긴급대출을 제공합니다. 긴급 대출의 경우 추후 EIDL 대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건 링크: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business-help-cares-act-covid19 

 

발표된 세금 혜택:  모든 개인 및 법인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 

세금관련 규정 및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유지 credit 으로 3 월 13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직원 급여의 

50%를 employment tax 에서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내는 employer payroll tax (social 

security matching 6.2%) 를 12 월 31 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분기별로 기업들이 내는 

예상세금지불  (estimated tax payment) 역시  4 월 15 일에서 7 월 15 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제출 날짜는  4 월 15 일에서 7 월 15 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관련 문건 링크: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tax-benefits-cares-act-covid19 

 

CARES Act 는 USPTO 가 특정 특허 및 상표 출원신청 기한 연장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미 의회는 USPTO Director (미국특허상표청 청장)에 COVID-19 긴급상황으로 인해 특정 특허 및 

상표 출원신청 기한을 30 일간 연장해 줄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한 연장은 

지연사유가 COVID-19 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2020 년 3 월 27 일부터 2020 년 4 월 30 일(동 일자 

포함) 기간에 포함되는 특정 특허, 상표, 특허/상표심리 및 항소위원회 기한 및 관련 수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Acting Copyright Office Register 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신청인들을 위해 

비전자식 신청 기한을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 문건 링크: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uspto-discretion-to-extend-deadlines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에 대하여 고용주 및 직원이 알아야 할 내용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business-help-cares-act-covid19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tax-benefits-cares-act-covid19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uspto-discretion-to-extend-deadlines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라는 새로운 연방법이 4 월 

1 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500 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 해당하며, 50 명 이하의 

경우 해당 법규가 사업에 큰 영향을 준다면 면제될 수도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방법에 의해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여 긴급유급병가 및 가족병가 

2 가지 방식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풀타임 직원이  COVID-19 증상에 따른 자가격리, 

의사로부터 자가격리 조언, 증상 혹은 감염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80 시간까지의 유급휴가비를 

1 인당 $5,110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자 또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직원, 또는 

학교나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자녀를 돌봐야하는 직원의 경우, 80 시간까지의 일부 휴가비를 

1 인당 $2,000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파트타임직원은 2 주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기업은 IRS 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문건 링크: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families-first-coronavirus-response-act-

employers 

 

COVID-19 로 인한 손실보상보험: 귀하의 보험증권에 숨어 있는 커버리지 찾기 

영업 폐쇄와  취소된 행사들을 포함한 Covid-19 의 재정적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업들은 보험을 통해 재정적 혼란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중단시 보상 전망, 취소보상보험 및 일반배상 책임보험, 보험 청구 및 진행 

절차의 모범 사례 등의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관련 문건들은 

귀하가 유지하고 있는 영업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관련 문건 링크: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insurance-covid-19-coverage 

 

COVID-19 대유행 중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대책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families-first-coronavirus-response-act-employers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families-first-coronavirus-response-act-employers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insurance-covid-19-coverage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재택근무 직원부터 피싱 공격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기업들은 주요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직원들이 자택에서 개인 기기를 

이용하여 민감한 자료를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Covid-19 대유행 사태에 따라 국가, 연방 및 

국제 프라이버시 규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건 링크: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privacy-and-cybersecurity-covid-19 

- 관련 PPT 링크: 

https://www.procopio.com/uploads/ckeditor/Procopio%20Cybersecurity%20COVID19%20webinar

%20PPT%20April%202%202020.pdf 

 

COVID-19 사태에 따른  건설 클레임 유보 

미국 건설업계가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면치 못하고 있어 공공 및 민간부문 

프로젝트의 지연 및 비용초과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rocopio 의 관련 

문건에 COVID-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건설 클레임 유보에 관한 법적 권리 및 구제수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련 문건 링크: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construction-claims-covid-19 

 

HIPAA:  COVID-19 대유행 중 PHI 공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 대유행으로 입법부와 규제당국은 의료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입니다. HIPAA Privacy Rules 가 변경됨에 따라 

Procopio 는 관련 문건에서 Section 1135 Waiver 의 새로운 유연한 적용과 캘리포니아 의료시설에 

대한 HIPAA 공개에 대한 일부 면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건 링크: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hipaa-disclosure-covid-19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privacy-and-cybersecurity-covid-19
https://www.procopio.com/uploads/ckeditor/Procopio%20Cybersecurity%20COVID19%20webinar%20PPT%20April%202%202020.pdf
https://www.procopio.com/uploads/ckeditor/Procopio%20Cybersecurity%20COVID19%20webinar%20PPT%20April%202%202020.pdf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construction-claims-covid-19
https://www.procopio.com/articles/view/hipaa-disclosure-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