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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시행 공고 알림
2022.06.02 조회수 1239 등록자정유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시행 공고

되었으니 지원 대상 사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매출감소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중기업(연매출액 50억 이하)

단, 2021. 12. 15. 이전에 개업하고 2021. 12. 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2. 지원금액 : 600~ 1,000만원

업종별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

- 연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 판단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 다수사업체(1인이 다수사업체 경영)는 지원금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업체 지원

-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2022년 2차 추경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 활

동지원금 등)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사업체

4. 신청기간 : 2022. 5. 30. ~ 7. 29.

- 신속지급(5. 30. ~ 7. 29.) :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 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 업체(문자발송)

- 확인지급(6. 13. ~ 7. 29.) :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이의신청(8월 중)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업체

5.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6. 문의처 : (대표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061-332-5302~5305

7.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 및 지급)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pdf (1131 hit/ 51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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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NRZpRvnf4&file_type=all&idx=82620&file=134531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82620/134531/%2528%25EC%25A4%2591%25EC%2586%258C%25EB%25B2%25A4%25EC%25B2%2598%25EA%25B8%25B0%25EC%2597%2585%25EB%25B6%2580%20%25EA%25B3%25B5%25EA%25B3%25A0%2529%25EC%2586%258C%25EC%2583%2581%25EA%25B3%25B5%25EC%259D%25B8%20%25EC%2586%2590%25EC%258B%25A4%25EB%25B3%25B4%25EC%25A0%2584%25EA%25B8%2588%20%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3%25B5%25EA%25B3%25A0.pdf?pkey=NRZpRvnf4
http://www.naju.go.kr/Viewer/134531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8269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82605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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