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Q&A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Q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QQ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가요?

QQ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하시면 당일 오후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안내 문자를 받고 「버팀목자금.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AA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구  분
소상공인

여   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  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
업종별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무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 무관 20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

◯ 연 4억원 이하 ◯ 1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숙박시설

AA

• 1월 중에 현장 안내 창구를 마련하여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1522-3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A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체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QQ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Q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QQ

한 사람이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QQ

• 버팀목 자금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AA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등)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무등록 사업자,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AA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AA

• 사업체당 1회,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일반업종을 운영하실 경우, 
지원금액이 더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실  
경우,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지급됩니다.

•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만(나머지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 지급됩니다.

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