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제회복!
부산시가 앞장 섭니다
1

금융 지원

(2월)

5,000억원 ▶▶ (3월) 7,000억원 확대

2월
소상공인 특별자금

3월

4,000 억원

- 임대료 우선 지원, 업체당 1억원 한도, 변동금리(1.6~2.5%대)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업체당 1억원 한도
- 변동금리(1.6~2.5%대)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업체당 4억원 한도, 변동금리(3%대 이하)

억원

부

산

모

두

1,000 억원

세제·임대료 지원

대

상

공공임대료 인하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체 등

지원내용

대

상

민간임대료 인하 지원
대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 6개월 범위 내, 최대 1년
- 세무조사 유예 ▶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소유주

- 착한상가형 : 월세10%이상 인하시(3개월 이상)
전년도 재산세(건물분) 50% 이내 지원
- 안심상가형 : 5년간 임대료 동결 협약시
재산세 전액 지원

공유재산·공공기관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 3,755개 상가, 73억원 규모

* 최대 200만원 한도

소비활성화 지원
동백전 확대
발행규모

당초 3천억원 ▶ 1조원 내외 확대 추진

10% 캐시백 연장

당초 3월까지 ▶ 4~7월 연장 추진
* 이후 캐시백 6%

4

론

- 중저 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용등급 6~8등급),
업체당 3~5천만원 한도, 변동금리(2.9%대)

세제 지원

3

500 억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피해업종 영위기업, 업체당 1억원 한도
- 고정금리(1.5~1.7%), 신용등급 무관

2

500 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클린존 인증제
대

상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시설 중
보건소 방역이 완료된 시설

인증절차 확진자 방문→신속 방역 조치(보건소)
→인증가능 판단(보건소)→클린존 인증(구·군)
인증품 제공

인증마크, 스탠드 배너, 현수막

사회안전망 강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대 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금 액 월 1만원 ▶ 월 2만원 (+1만원)
인 원 4,600명 ▶ 6,000명 (+1,400명)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내용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30%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참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신청절차
구분

절차

●

문의기관

소상공인 특별자금, 피해기업 특별자금, 임대료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 860-6600)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금융 지원

●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산경제진흥원 https://capital.bepa.kr)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600-1719)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추천서발급 → 대출실행
피해 당사자 (납세자) 신청서 제출 → 구·군 세무과

세제 지원

민간임대료
인하 지원

클린존 인증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 (기한 연장 신청)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
- (유예 신청) 납부기간 개시 전 or 납부기한 만료 일전
- (신청 서류) 피해사실 입증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온라인(etax)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임대인 ↔ 임차인)
신청 (경제진흥원) → 심사·선정 → 임대료 보전·지원
* 착한상가형 : 모집(3월), 선정·지원(4월)
* 안심상가형 : 5~7월

구·군 세무과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888-4952)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600-1775)

확진자 방문사실 확인
방역소독 (보건소, 자체방역시설) → 클린존 인증
→ 인증품 제공 (인증마크, 배너, 현수막) * 희망물품 사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장려금 신청 (가입 후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장려금 적립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납부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지원신청 (분기별, 부산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선정 및 보험료 지원 (부산경제진흥원)

구·군 총무과,
보건소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888-4782)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861-9376)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888-4782)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600-177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