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지 원 내 용

문 의 처

▸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및 개인
▸내용: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연장

기획감사담당관
(043-539-3045)

중소기업
수출보험금지원

▸대상: 관내 중소기업
▸내용: 단기성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금 지원 (선적 전․후)

전략사업담당관
(043-539-3356)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
▸내용: 재난지원금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40~100만원)

지방세 납세 기한 연장

주민복지과
(043-539-4371~5)

저소득층 소비쿠폰지급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적 차상위 수급가구
▸내용: 4개월간 최대 140만원 소비쿠폰 지급

주민복지과
(043-539-437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자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내용: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45~145만원)

주민복지과
(043-539-3951)

휴업보상금 지원

▸대상: ‘20. 02. 23. 이후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집중관리사업장
※ 노래연습장업, 게임관련업, 체육시설업, 유흥업소, 유원시설,
학원․ 교습소 등
▸내용: 휴업일수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40~60만)

문화홍보체육과
(043-539-3603,
3613, 3625)
일자리경제과
(043-539-3423)
평생학습센터
(043-539-7712)

중소기업
체납처분 유예

▸대상: 관내 중소기업
▸내용: 체납처분 유예

세정과
(043-539-3262)

중소기업
세무조사 연기

▸대상: 정기세무조사 선정 기업
▸내용: 세무조사 연기 (유예)

세정과
(043-539-3086)

▸대상: 임대인
▸내용: 소득세 세액공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

세정과
(043-539-3273)

▸대상: 공유재산 임차인
▸내용: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 경감 지원

회계정보과
(043-539-3312)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연매출 2억원 이하, 매출 30% 이상 감소
▸내용: 공공요금․임차료 지원 40만원

일자리경제과
(043-539-3335)

▸대상: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내용: 300만원 이내 지원

일자리경제과
(043-539-3335)

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학원강사
▸내용: 월 50만원씩 2개월 지원

일자리경제과
(043-539-3483)

실직자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내용: 단기 일자리 제공 후 최저임금 3개월 월180만원 지원

일자리경제과
(043-539-3483)

▸대상: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20%이하) (만18세 ~ 39세)
▸내용: 구직활동비 30만원 지원

일자리경제과
(043-539-3484)

택시급여 지원

▸대상: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내용: 1인당 40만원 급여 감소분 지원

일자리경제과
(043-539-3727)

버스급여 지원

▸대상: 전세․시내버스 회사
▸내용: 1인당 40만원 급여 지원

일자리경제과
(043-539-3723)

▸대상: 국유재산 임차인
▸내용: 국유재산 사용료, 임대료 경감 지원

지역개발과
(043-539-3705)

▸대상: 관내 만20세 이상 ~ 73세 미만 여성 농업인
▸내용: 조기 신청․발급 (연 18만원 지원)

농업정책과
(043-539-3507)

▸대상: ‘20. 01. 01.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임신부
▸내용: 48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급

농업정책과
(043-539-3513)

소득세 세액공제
공유재산
사용료경감
소상공인 고정비용지원
소상공인
점포재개장지원

미취업 청년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경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조기 발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