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공약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 현재까지 추진 상황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지원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예산액
융자 추천

이차보전액 비고
건수 금액

2022 886 136 9,678 413.6
2021 700 213 15,364 699.9
2020 535 230 16,941 534.8

   ※ 2022년도 3·4분기 지원금 지출 예정

 

가능여부 가 능 검토부서(팀)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일자리공동체팀)

팀장 서영애/이규석  ☎ 639 – 2252, 2350 담당자 이다은/김서린  ☎ 639 – 2352, 2268

사업구분

완료시기 성격별 사업비 사업주체 (권한)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국가 도 시 기타

○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6년 12월(임기 내)

○ 사업위치 : 속초시 관내

○ 총사업비 

 -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총 9,692백만원(시비 9,692)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총 810백만원(시비 810)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총 2,928백만원(도비 1,634, 시비 1,294)

 -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 총 11,420백만원(도비 6,537, 시비 4,883)

○ 사업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지원현황                                           (단위:개, 백만원)

연도 예산액 신청 업체 수 지원 업체 수 지원 금액 비고
2022 100 54 36 - 사업 추진 중

2021 100 59 43 83

2020 50 40 18 48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현황                                           (단위:개, 백만원)

연도 예산액 신청 업체 수 지원 업체 수 지원 금액 비고
2022 338 613 505 132

2021 348 579 487 307

2020 336 877 600 276

   ※ 2022년도 2·3분기 지원금 지출 예정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현황                                           (단위:개, 백만원)

연도 예산액 신청 업체 수 지원 업체 수 지원 금액 비고
2022 1,026 1,041 194 317

2021 1,756 1,036 695 1,314

2020 1,915 1,072 884 1,660

   ※ 2022년도 2·3분기 지원금 지출 예정

□ 향후계획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2023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비 확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2. 2분기 지원금 지급 : 9월 중 지급(예정)

○‘22. 3분기 지원금 접수 :‘22. 9. 10. ~ 10. 10.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22. 2분기 지원금 지급 : 9월 중 지급(예정)

○‘22. 3분기 지원금 접수 :‘22. 9. 21. ~ 10. 20.



□ 연도별 추진계획  

□ 투자계획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단위:백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단위:백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단위:백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단위:백만원)

연도 연도별 추진계획

2022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2023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2024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2025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2026 
이후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재원 총사업비 旣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계 9,692 4,906 886 900 950 1,000 1,050

시 비 9,692 4,906 886 900 950 1,000 1,050

재원 총사업비 旣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계 810 210 100 110 120 130 140

시 비 810 210 100 110 120 130 140

재원 총사업비 旣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계 2,928 890 338 350 400 450 500

도 비 1,634 615 169 175 200 225 250

시 비 1,294 275 169 175 200 225 250

재원 총사업비 旣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계 11,420 5,894 1,026 1,050 1,100 1,150 1,200

도 비 6,537 3,774 513 525 550 575 600

시 비 4,883 2,120 513 525 550 575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