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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2021.12.29 조회수 2240 등록자정유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같이 공

고합니다.

○ 지원요건 

(공통요건: 모두 충족)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업종별 10~120억원 이하)

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4. 2021. 12. 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요건)

1.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2.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가 인정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업체

②매출감소 기준 충족업체 (2022. 1. 추가 공고 예정)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시기 : 2021. 12. 27. ~ 2022. 2.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지급(1 ~ 5차별 신청시기 및 해당 소상공인 구분)

○ 문 의 처 :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오프라인 및 이의신청 창구 운영

○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업체

○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 (1월중 별도 신청)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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