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상담을 원하는 분 
 

금융 상담 창구（金融相談窓口）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국 산업노동부 중소기업 진흥과 

📞 052-735-2000 

 

 

경영 상담（経営相談）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약이 필요합니다. 

나고야시 신사업 지원센터 

📞 052-735-0808 

 

  



 

경영에 돈이 필요하신 분 

 

세이프티 네트(Safety net) 보증 4 호・5 호／위기 관련 보증 

（セーフティネット保証 4 号・5 号／危機関連保証））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회사를 경영해 나갈 돈을 유리한 

조건으로 빌리기 위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과 

📞 052-735-2100 

 

 

경영안정자금(환경적응자금)（経営安定資金（環境適応資金）） 

경영이 매우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대상이 되는 기업을 늘립니다.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과 

📞 052-735-2100 



 

융자제도에 관련된 보증료 면제（融資制度にかかる保証料免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영 대응으로 나고야시부터 돈을 빌린 

경우는, 이자와는 별개로 필요로 하는 돈이 적게 듭니다.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과 

📞 052-735-2100 

 



  



 

복합상업시설의 휴업으로 어쩔 

수 없이 휴업한 가게 

 

나고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협력금 

（ナゴヤ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協力金） 

복합상업시설 등의 휴업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휴업하신 

분은 돈(50만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고야시 협력금 콜센터 

📞 052-228-7007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께 

 

나고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사업계속응원금 

（ナゴヤ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事業継続応援金） 

현이 휴업 요청을 하지 않은 시설 가운데 많은 시민들과 

접하는 사업을 계속해 온 시설에 대해서 10만엔을 드립니다. 

경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프로젝트 팀(응원금 

사무국) 

📞 052-265-2102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께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 촉진사업（飲食宅配サービス利用促進事業） 

음식 배달서비스 회사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배달 이용을 

촉진시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응원 

경제국 산업기획과 

📞 052-972-2412 

 

  



 

휴업 협력요청에 협력해 주신 분 

 

아이치현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협력금 

（愛知県・市町村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協力金） 

아이치현의 요청으로 가게 등을 휴업해 주신 분은 

돈(50만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민 종합창구(콜센터) 

📞 052-954-7453 

 

  



 

자숙으로 매출이 반감되신 분 

 

지속화 지급금（持続化給付金） 

2020 년 내의 1 개월 매출이 전년도의 같은 달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화 지급금 사업 콜센터 

📞 0120-115-570 

 

  



 

종업원을 휴직하게 하신 분 

 

고용조정 조성금(코로나 특례)（雇用調整助成金(コロナ特例)） 

고용주는 종업원이 휴직했을 때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로워크 

 

  



 

종업원에게 자녀가 있는 분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조성금（小学校休業等対応助成金） 

초등학교가 휴교하거나, 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리스크가 높은 기초질환을 가진 자녀로 인해 

종업원이 유급 휴가를 냈을 경우,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등 휴교 조성금·지원금, 고용 조정 조성금 콜센터 

📞 0120-60-3999 

 

  



 

프리랜서로 자녀가 있는 분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조성금（小学校休業等対応助成金） 

초등학교가 휴교하거나, 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리스크가 높은 기초질환을 가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프리랜서 등)이 맡아서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분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등 휴교 조성금·지원금, 고용 조정 조성금 콜센터 

📞 0120-60-3999 

 

  



 

경영에 돈이 필요하신 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特別貸付） 

일시적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분에게 정부가 돈을 빌려 

드립니다. 

일본정책 금융금고 

📞 0120-154-505 

 

 

위생환경격변대책 특별대출（衛生環境激変対策特別貸付） 

일시적으로 호텔이나 레스토랑 경영이 악화된 분에게 정부가 

돈을 빌려 드립니다. 

일본정책 금융금고 

📞 0120-154-505 

 

  



 

세금 신고나 납부할 수 없는 분 

 

법인 시민세 및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한 연장. 

（法人市民税及び事業所税の申告納付期限の延長） 

법인 시민세와 사업소세의 작업이 늦어질 경우, 신고 기간을 

연장합니다 

각 시의 세사무소 

 

납세의 유예제도（納税の猶予制度） 

월급이 크게 줄어든 분은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시의 세사무소 

 

  



 

공공요금의 납부를 할 수 없는 분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등의 상담（上下水道料金の支払い猶予等の相談） 

수도 기본요금은 2 개월분 무료가 됩니다. 수도와 하수 요금의 

납부가 어려운 분은 2020 년 12 월말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국 각 구 담당 영업소 

 

 

 

  



경영에 돈이 필요하신 분 

 

 

상공중금・위기대응 융자（商工中金・危機対応融資） 

일시적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분에게 중소기업전문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드립니다. 

상공조합중앙금고 

📞 0120-542-7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기부를 고려하시는 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기부를 고려하시는 

분께（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への寄附をお考えの方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추진을 목적으로 한 기부를 모집 

재정국 자금과 

📞 052-972-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