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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원 종합안내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핸드메이드 창작자를 지원하며

창작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핸드메이드 플랫폼입니다.

#우리건강하게만나요 #SIHF2020

SIHF2020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심각단계에 따른 내부 대응책 모색 
- 참가자 분들의 건강과 더불어 성공적인 성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보건 당국의 지침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행사일정과 진행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페어를 방문하시는 모든 참가자,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사무국에서는 

집단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비 

중입니다.

2. 행사장 내 안전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전시장 관리체계 매뉴얼 준비중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2020은 
코로나19에 이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1.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지원

2. 시중은행 금융지원

국가금융지원정보



창작자 정부지원제도
2020.03.03. 기준



※ 사전 정보  

□ 중소기업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
      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ㅇ 예술분야 : 상법 회사 및 개인사업자 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분류기호 R)> 대상, 평균매출액 600억 이하인 경우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에서 확인

 [참고사이트] 

 □ 소상공인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근로자수
에 따름.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ㅇ 예술분야 : 상법 및 개인사업자 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류기호 R)> 대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 해당 

    ※ 상시 근로자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은 제외됨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

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업종·업태 확인 법 

  ㅇ 사업자등록번호로 내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 [종목] 확인

  ㅇ 본인이 어떤 업태, 업종인지 잘 모를 경우,
     - 온라인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마이홈택스-사업자등록사항 메뉴 - 상세보기에서 주업종코드 
       확인 가능



1. [문체부]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 디딤돌 (20.3.2. 기준) 

ㅇ (목적)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ㅇ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3월 20일(금)(온라인)  

ㅇ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 지원

* 피해 예술인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

  은 경우 등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

  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ㅇ (선정·지원규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2,000명 선정, 1인 3백만원

ㅇ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대표전화 : 02-3668-0200 
   - 예술인활동증명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2.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ㅇ (융자규모) 2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

 ㅇ (지원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ㅇ (운용기간)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ㅇ (신청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유흥·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

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

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 : 1.75%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평가 후 대출 지원



< 자금지원 절차도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
출

 ㅇ (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소상공인 확인)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 매출 10% 감소 확인서류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ㅇ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관련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7061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6958



3. [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ㅇ (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ㅇ (시행기간) 2020. 2. 13. ~ 한도소진 시 까지

 ㅇ (신청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매출감소 확인)가 있는 기업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 비고
제조업 10~34

(재)보증제한
업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210, 75290
도소매업 45, 46, 47

음식점업등 56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

운송업 49,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교육관련 서비스업 85, 90, 91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ㅇ (대출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

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ㅇ (보증한도) 본건 최대 7천만원

 ㅇ (대출금리) 약 3% 이내(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ㅇ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대표번호 : 1588-7365 / 웹사이트 www.koreg.or.kr

    * 관련정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지사항 

https://www.koreg.or.kr:444/boardCnts/view.do?m=0301&action=view&boardID=3

&boardSeq=34413&viewBoardID=3&lev=0&s=koreg



4.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 관련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공지사항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6958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대출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2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
363-7130

2.13

▪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원
▪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
진흥원

1397 2.11

▪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
진흥원

1397 2.11

▪ (명칭) 특별자금지원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25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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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보증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

(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지역 
신용보증재

단

1588-73
65

2.13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

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
금

1544-11
20

2.13

▪ (명칭)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3,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
금

1588-65
65

2.6

국세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국번없
이 126
(3번→2

번)

2.5

지방세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

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별첨)

2.5

관세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
481-786

3

국번없
이
125

(20번→2
번)

2.6



▷ 마스크 수급안정화 지원(중기부 판로정책과 042-481-4483)
  - 공영홈쇼핑 방송, 온라인(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추진
   * 방송 횟수 및 일정 : 2회 방송(2.17/2.19), 판매물량 
    ① 2.17일(손소독제 4천세트, 2만개)  ② 2.19일(마스크 3,750세트, 15만개)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43), 
금감원(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 02-3145-5635)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內 전담창구 운영(2.7))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6번)

▷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카드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
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금융위 
중소금융과

02-
2100-2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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