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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2021.10.26 조회수 1519 등록자마선미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인해 

'21.7.7.일부터 9.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영업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손실보상 지원 개요

❍ 대상 :‘21. 7. 7. ~ 9. 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신청 : [온 라 인] 2021. 10. 27.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첫 주(10. 27. ~ 10. 30.)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시행 공고문 참조

[오프라인] 2021. 11. 3. ~ 시청 일자리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손실보상금 : 분기별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10만원

-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 손실보상금 산정 

-‘19년 대비‘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 일평균 손실액(천원) X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X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 대상, 손실액, 손실보상심의회 등)

시청(읍면동) : 오프라인 및 이의신청 민원 창구(안내)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운영 :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 손실보상 오프라인 민원 접수 창구(일자리경제과 투자상담실) : ☎ 061-337-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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