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일시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도내 사업자 여러분께

도 특별지원금Ｃ
개 요
８월 이후 긴급사태조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경영 악화가 심해진
홋카이도 전역의 폭넓은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휴업・영업시간단축 등의
협력지원금이나 국가의 월차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새롭게 도 특별지원금Ｃ를 마련해 지원합니다.
요건 １

❶ 시간단축대상 음식점 등
과의 거래 업체
※ 농어민 및 음식료품, 일회용 젓가락, 물수건 등
음식업에 제공하는 재화・서비스 공급업자

또는

❷ 외출・왕래 자제요청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업자
※ 여관, 기념품점, 관광시설, 택시사업자,
미용관계자, 각종 교실, 상점, 낮영업 음식점
등 이용자 감소 영향을 받은 사업자

요건２

2021년 ８월～2021년 10월 사이 월 매출액이
전년대비 또는 전해 같은달 대비 ３０～５０％미만 감소
매출액을 전년과 비교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특례조치도 실시

※

급부액

중소기업 등

신청접수 기간

２０만엔

개인 사업자 등 １０만엔

2021년 １０월 １２일～2022년 １월 ３１일

문의처

홋카이도특별지원금 콜센터
이용시간

TEL：０１１－３５１－４１０１

8：45～17：30（ 평일만 ）※ 10월 중에는 토일도 대응

주１: 요건１의 ➊은 시간단축대상 음식점 등 (2021년 ８월~10월 사이에 홋카이도지사에 의해
시간단축・휴업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자)과 직・간접 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２: 요건１의 ❷는 홋카이도내 외출・왕래 자제요청 등에 의한 손님 수 감소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３: 도 특별지원금Ｃ는 도 특별지원금A 및 Ｂ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주４: 2021년 ８월~10월 사이에 휴업・시간단축 대상이었던 음식점이나 시설 등은 시간단축 등에
대한 협력이나 시간단축지원금 수급과 상관없이 본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５: 도 특별지원금Ｃ는 국가의 월차지원금(8월분 이후)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중복수급 불가）

도 특별지원금 대상 이미지
★ <도 특별지원금>에 새롭게 <도 특별지원금C>를 마련합니다.
8월 이후 만연방지조치 등 중점 조치나 긴급사태조치로 인해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도
전역의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휴업이나 시간단축에 대한 협력지원금 혹은 국가의 월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달 대비 30~50% 미만 감소)을 위해
새롭게 <도 특별지원금C> 를 지원합니다.

매출 50%이상 감소

매출 30~50% 미만 감소

국가의 일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분
2020년도

[국가의 일시지원금]

11~3월의

법인상한 60만엔

영향

개인상한 30만엔

(국가에 신청하지 않은 분 포함)

[도 특별지원금A]
법인 20만엔
개인 10만엔
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

2021년도

[국가의 월차 지원금 (4~7월분)]

[도 특별지원금B]

법인 상한 20만엔

법인 10만엔

개인 상한 10만엔

개인 5만엔

접수 종료

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

[국가의 월차지원금 (8월 이후 분)]

[도 특별지원금C]

법인상한 20만엔

법인 20만엔

개인상한 10만엔

개인 10만엔

4~7월의
영향

2021년도
8월 이후의
영향

8월분 접수중: 9월 1일~10월 31일

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

9월분 접수중: 10월 1일~11월 30일
10월분(예정): 원칙, 대상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접수

※ 이 그림은 각 지원금의 대상자를 이미지화한 것으로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는 요망
등에서 확인하세요.
※ 도의 특별지원금 A･B･C는 각각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도의 일시지원금과 도의 특별지원금A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 도의 월차지원금(4~7월분)과 도의 특별지원금B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 도의 월차지원금(8월 이후분)과 도의 특별지원금C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