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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바로가기(클릭)★

- 아래 사업 간략설명 -

◆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 21.06.30. 이전
(영업중) '21.07.06.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①’19�-‘20�, ②’19�-‘20�, ③’19�-‘20�, ④’19�-‘21�, ⑤’20�-‘21�, ⑥’20�-‘20�,
    ⑦‘19�-’20�, ⑧‘20�-’21�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32개 유형)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신청방법

1. 1차 신속지급(`21. 8. 17. 08:00 ~ )
  (방법) 온라인신청
  ① 포털 검색창 ‘희망회복자금’ 검색
  ② 주소창 ‘희망회복자금.kr’ 입력  
  (대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②버팀목자금플러스(4차재난지원금) 기수급자

2. 2차 신속지급(8월 중 별도 공고)
  (대상) 1인 다수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사업체 등

3. 확인지급(9월 중 별도 공고)
  (대상)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등

4. 이의신청(별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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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대상) 부지급 통보 받은 사업체

                                <신청문의>
◇ 전화문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 평일 09~18시)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114.kr , 평일09~20시,온라인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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