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시: No.2020-18
괌 중소기업 대상 팬데믹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론칭

◼

2020년 3월 2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괌에 긴급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 지원, 구호 및 경제 안전 법(이하 CARES 법)을 발효함.

◼

괌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괌 정부 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CARES 법에 의해 제공된 재
난 지원금을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함.

◼

2020년 5월 5일, 괌 정부는 EO No.20-20-12 발행 후, 재난 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괌 지역 주
민들에게 2천만 달러를 지원함.

◼

또한 괌 정부는 괌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2천만 달러를 예산을 편성함.

◼

괌내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폐쇄, 소비자 지출 감소, 관광객 입국 감소 등 경제
적 손실을 얻음.

◼

미국 소상공업 행정부가 발행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괌내 소상공업은 총 3,466개며,
57,902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임. 그 중 100명 이하 사업장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괌 경제개발청(이하 GEDA)은 공공 법 8-80(제12장 50항)에 의거하여 1965년 8월 21일 공기
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괌의 경제 발전 관련 프로그램의 실행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공공 법 8-80에 따르면, 허가된 활동의 시행을 위해 GEDA는 연방 정부 기관 및 단체 또는
주, 영토, 또는 소유물, 개인, 단체, 기업과의 계약, 임대, 협력 계약 및 기타 거래를 체결하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본 부서가 승인한 활동의 수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조건에 대해 규정할 수 있음.

◼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공표함.

1.

GEDA는 괌 중소기업 대상 팬데믹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의 집행을 책임짐.

2.

GEDA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짐.
a.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

b. 지원, 홍보물, 표준 운영 규정 및 관련 서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함.
c.

지적시에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중소기업에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주기적
으로 지급일정을 행정부에 보고함.

d.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 감사 가능한 보고 시스템을 제공함.
e.

연방 지침에 명시된 2020년 12월 31일까지 천만 달러의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
능함.

f.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기적인 예산 항목 이외의 비용에 대한 배상명세서를 기간내
에 작성해야 함. 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 2천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음.

2020년 6월 1일 괌 하갓냐에서 공표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