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피해 관련

부처별 기업지원정책

본 자료는 2020. 7. 10(금)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처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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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관련 인천광역시 주요 지원사업

유형 지원내용 문의

소상공인

ㅇ 사업 :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를 받은 음식·숙박·도소매업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대출금리 1%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ㅇ 사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희망드림) 지원
ㅇ 대상 : 1) 금융소외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2) 사회적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대출금리 0.9%대

ㅇ 사업 : 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지원
ㅇ 대상 :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1억 원, 대출금리 연 3%대
         보증료율 연 1%, 보증기간 5년 이내

ㅇ 사업 :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 금융지원
ㅇ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대출금리 연 1%대
         보증료율 연 0.9%, 보증기간 1년

ㅇ 사업 :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ㅇ 대상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 중으로 교육청에서 
         별도의 휴원증명서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1억 원 보증, 대출 금리 연 2%대

ㅇ 사업 :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 금융지원
ㅇ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2억 원 보증, 대출 금리 연 1%대

ㅇ 사업 : 소상공인 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ㅇ 대상 : 관내 소상공인 업소 (수도전 기준)
         (전년도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 500톤 미만)
ㅇ 내용 : 4~7월 고지분 요금 50% 감면 (최대 63만 원)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41~5

ㅇ 사업 : 도시가스요금 납기 연장
ㅇ 대상 :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택
ㅇ 내용 : 4~6월 청구분 납기 3개월 연장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인천도시가스
1600-0002

ㅇ 사업 :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ㅇ 대상 : 소상공인(일반용, 산업용, 비주거 주택용)
ㅇ 내용 : 3개월 (4~6월 고지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한국전력공사
123

ㅇ 사업 : 인천e음카드 카드수수료 지원 및 캐시백 10% 상향
ㅇ 대상 : 인천e음카드 가입자 및 소상공인
ㅇ 내용 : 혜택플러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일부 지역 제외)
         인천e음 카드 결제시 캐시백 지급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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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소상공인

ㅇ 사업 : 햇살론 서민금융지원
ㅇ 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 소상공인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보증비율 95%,
         대출금리 연7~8%대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ㅇ 사업 :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요율 50% 감경
ㅇ 대상 : 인천시 소유 임대 공유재산 (농업용·주거용 제외)
ㅇ 내용 : 6개월(2~7월)간 임대요율 50% 감경

재산관리담당관실
032-440-2670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ㅇ 대상 :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
ㅇ 내용 : 2. 1(토)부터 6개월간 적용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

기획정책과
032-453-7118

ㅇ 사업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피해점포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3백만 원 이내 재개장 필요비용 지원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

중 구 760-7364

동 구 770-6403

미추홀구 880-4398

연수구 749-7792

남동구 453-5197

부평구 509-6567

계양구 450-5484

서 구 560-4628

ㅇ 사업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확대
ㅇ 대상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ㅇ 내용 :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대 12회)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

기업

ㅇ 사업 : 인천시 1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대책
ㅇ 내용 : 1) (자활기업) 관내 35개 기업 임대료 50% 지원
         2) (뿌리기업) 기업 공정 자동화, 근로환경 지원,        
                     기술 컨설팅
         3) (수출중소기업) 수출액 2천만 불 이하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확대 (최대 300만 원)
         4) (제조·관광업)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경제대책반

032-440-8242~3

ㅇ 사업 : 경제대책반 운영
ㅇ 내용 : 1) 중소기업 피해접수 및 지원
         2) 중국 진출기업 지원
         3)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4)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ㅇ 사업 : 인천시 항공·항만 분야 경제지원
ㅇ 대상 : 인천 소재 항공·항만 분야 기업
ㅇ 내용 : 1) 항공사 재산세 감면 (항공기 121대 대상)
         2) 지방세 납부유예(분할납부, 납부기한연장)
         3) 공항·항만 착한임대료 지원(지방세 최대 50%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실
032-440-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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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기업

ㅇ 사업 :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지원
ㅇ 대상 : 매출액 30억 원 미만, 10인 이하 영세기업, 수출 
         초보기업 /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ㅇ 내용 : 컨설팅, 1:1 멘토링, FTA 실무교육 및 설명회

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032-810-2838

ㅇ 사업 : 인천시 협약보증 지원 대상 기업 확대
ㅇ 대상 : 창업 7년 이내 인천 소재·부품 기업 또는 기술혁신
         선도기업 (코로나 피해기업은 창업기간 적용 제외)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 보증

기술보증기금
032-830-5600
032-420-3500
032-509-1700

ㅇ 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경영안정자금
ㅇ 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 기업
ㅇ 내용 : 업체당 7억 원 이내 대출, 이차보전 2%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3

ㅇ 사업 : 구조고도화자금
ㅇ 대상 :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ㅇ 내용 : 업체당 30억 원 이내(기계10억 원, 공장 30억 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ㅇ 사업 : 마스크 생산설비 자금 지원
ㅇ 대상 : 마스크 관련 부자재 또는 완제품 생산 기업
ㅇ 내용 : 업체당 최대 2억 원 무이자 융자
         (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ㅇ 사업 : 광역운송업체 유류비 지원
ㅇ 대상 : 광역운송업체 (22개 노선, 300대 버스)
ㅇ 내용 : 월별 휴·감차를 제외한 실제 운행대수로 지급액 산정 후
         30억원 범위 내에서 4월부터 50% 이상 유류비 지원

버스정책과
032-440-3982

ㅇ 사업 : 인천광역시 희망기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ㅇ 대상 : 인천시 소재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ㅇ 내용 : 코로나19 진단검사비의 50% 지원
         (위탁 의료기관(인천의료원 등)에서 검사 일자, 시간, 
          장소 정하여 방문 진단검사 진행)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기적 환기 곤란, 작업자 간 거리 

2m 미만 등에 해당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

일자리경제과
032-440-3262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리우대 제공
ㅇ 내용 : 1)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
          - 한국은행 조달금리(0.25%), 기업별 신용도 및 담보,
            은행 경비 및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한 산출금리에서 
            최대 1.0%p 우대 (기업별 상이)
         2)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대출
          - 인천중기청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20억원 지원
          - 한국은행 조달금리(0.25%), 기업별 신용도 및 담보,
            은행 경비 및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한 산출금리에서 
            최대 1.5%p 우대 (기업별 상이)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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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기타

ㅇ 사업 :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ㅇ 대상 : 인천 내 문화예술인
ㅇ 내용 : 1)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 건당 500만원 범위 내
         2) 전담창구 운영 및 행정지원
         3)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인천문화재단
032-760-1086~9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 수입 지원
ㅇ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ㅇ 내용 : 「지방세외수입법」상 체납처분의 유예(1년),
         개별 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72

ㅇ 사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및 심리 상담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분
ㅇ 내용 : 전화, 대면상담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과 
         치료 연계 등 지원

건강증진과
1577-0199

ㅇ 사업 : 긴급재난지원금
ㅇ 대상 : 인천시 모든 가구
ㅇ 내용 : 1)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2) 상위소득 30% 가구는 가구당 25만원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032-120

ㅇ 사업 : 인천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추진
ㅇ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ㅇ 내용 :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최대
         50% 감면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

지방세정책담당관실
032-440-2540

ㅇ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ㅇ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 23(일)
         ~ 3. 31(화)까지 5일 이상 일을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ㅇ 내용 :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급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TF

032-458-7061~4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 23(일) ~ 3. 31(화)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ㅇ 내용 :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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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기타

ㅇ 사업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 시설 지원
ㅇ 대상 : 운영제한 조치 또는 행정명령(지도)대상 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ㅇ 내용 : 신청 시 시설당 30만 원 지원

시민안전본부
032-440-5730

ㅇ 사업 : 아동돌봄쿠폰 지급
ㅇ 대상 :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
ㅇ 내용 : 아동 1인 기준 40만 원 (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아동지원팀
032-560-4424

ㅇ 사업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긴급 지원
ㅇ 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ㅇ 내용 : 어린이집 당 100~300만 원

보육정책과
032-440-3418

ㅇ 사업 : 인천시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추가모집
ㅇ 대상 : 인천 거주 및 최종학력 졸업 2년 경과한 만19세~39세,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상태의 구직청년
ㅇ 내용 :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지원금 중 20만원은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
ㅇ 기한 : 2020. 4. 29(수)~5. 20(수)까지

청년정책과
032-440-2887~8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72~3

ㅇ 사업 : 코로나19 대응 특별장학금 지원
ㅇ 대상 : 1) 중·고등학생 (교육청 중등교육과 문의, 자체기준 선발)
         2) 대학생 ((재)인천인재육성재단 문의)
ㅇ 내용 : 1) 중·고등학생 : 2,000명 선발, 1인당 50만원
         2) 대학생 : 1,500명 선발, 1인당 100만원

교육청 중등교육과
032-420-8398

(재)인천인재육성재단
032-831-9417

ㅇ 사업 : 인천 모든 초·중·고교 학생 친환경 쌀 꾸러미 전달
ㅇ 대상 : 인천 초·중·고교 학생 가정
ㅇ 내용 : 5월 중 해당 학생 가정에 친환경 쌀 꾸러미 전달
         (1인당 강화 쌀 꾸러미 10kg)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032-120

ㅇ 사업 : 인천시 경제 취약계층 지원 안내
ㅇ 대상 : 기초생활수급 9만 가구, 차상위계층 2만 가구
ㅇ 내용 : 급여자격·가구원수별 상품권(인천e음 등) 차등지원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의료

수급자
52만원 88만원 114만원 140만원 166만원 192만원

생활시설

수급자
1인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 

차상위자

40만원 68만원 88만원 108만원 128만원 148만원

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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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관련 부처별 주요 지원사업

유형 지원내용 문의

지원안내

ㅇ 사업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 제공
ㅇ 내용 : 여러 행정기관,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정부24
(https://www.gov.kr)

ㅇ 사업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 근로자 보호 가이드
ㅇ 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ㅇ 내용 : 코로나19 관련한 사업장 조치사항과 정부의 지원
         제도를 종합 정리한 가이드 배포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ㅇ 사업 :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종합안내
ㅇ 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ㅇ 내용 : 코로나19 관련한 정부 지원사업 종합 안내

기업마당
(www.bizinfo.go.kr)

ㅇ 사업 :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종합안내
ㅇ 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
ㅇ 내용 : 코로나19 관련 은행별 금융지원방안 종합 안내

은행연합회
(www.kfb.or.kr)

ㅇ 사업 :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정보 제공
ㅇ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
ㅇ 내용 :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별 지원 정책 종합 안내,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ㅇ 사업 :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ㅇ 내용 : 코로나19 관련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금융 
         불편사항 정보 게시 (은행·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캐피탈·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감독원
1332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애로 상담센터 운영
ㅇ 내용 : 중소벤처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부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애로 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대출/융자

ㅇ 사업 : 코로나19 2차 소상공인 직접대출
ㅇ 대상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업종별 매출액 기준(3개년 평균) 초과시 지원불가)
ㅇ 내용 : 업체당 1천만 원(미만 또는 초과 불가)
         대출금리 ~4.99%(고정금리), 보증요율 0.9%
         대출기간 총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수혜시 지원 불가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3555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66-2566

대구은행 1566-5050

ㅇ 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코로나19-일시적경영애로)
ㅇ 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ㅇ 내용 : 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 (3년간 15억 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http://www.korcham.net
http://www.bizinfo.go.kr
http://www.kfb.or.kr
http://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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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대출/융자

ㅇ 사업 :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ㅇ 대상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아래 대상 중 만기연장 희망기업
         1) 對중국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코로나19 수출입 
            피해 기업
         2) 코로나19 피해받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영위 중소기업
         3)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4) 코로나19로 주요 거래처 생산지연, 납품연기 피해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5)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ㅇ 내용 : 1)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 가능
         2) 특별만기연장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ㅇ 사업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ㅇ 대상 :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기존 대부금이 본인 적립금의 50% 초과·연체자 제외)
ㅇ 내용 : 본인 적립 퇴직공제금액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 
         대부 가능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 
         100만 원 이상)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ㅇ 대상 :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건설업
ㅇ 내용 : 금융기관 취급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업체당 한도 10억 원, 대출금리 연 0.25%)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

032-880-0054

ㅇ 사업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ㅇ 내용 : 동일인당 3천만 원 이내, 대출 시점 기준금리 적용

기업은행

1566-2566

ㅇ 사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ㅇ 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020년 388만 원)
         이하 근로자
ㅇ 내용 : 2천만 원 한도, 연 1.5% 금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ㅇ 사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ㅇ 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020년 388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
         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대상
ㅇ 내용 : 세대당 최대 2천만 원, 연 1.25%

ㅇ 사업 :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유예 등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
ㅇ 내용 :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상황 일시 유예
            (6. 15(월), 9. 15(화)에 갚아야 할 원금 대상)
         2)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융자금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추심 
            유예, 독촉 보류(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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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대출/융자

ㅇ 사업 : 특별자금지원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ㅇ 내용 : 최대 5억 원, 1년 (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2588

ㅇ 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코로나19-일시적경영애로)
ㅇ 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ㅇ 내용 : 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1/4분기 2.15%, 변동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ㅇ 사업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ㅇ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ㅇ 내용 : 한도 7천만 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100%), 보증료율 0.8% 적용

신용보증재단

1588-7365

ㅇ 사업 : 우대보증 프로그램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ㅇ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ㅇ 사업 : 특례보증 프로그램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충족 必)
ㅇ 내용 : 기업 당 3억 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
         (85%→95%), 보증료율 1.0% 고정

기술보증기금

1544-1120

ㅇ 사업 :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
ㅇ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대응기업
           (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
ㅇ 내용 : 지식재산 담보대출 시행 (3월 이내 시행 예정)

특허청

042-481-5009

ㅇ 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 관광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내용 : 업체당 7억 원 한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 1/3 적용, 3년 이내 이차보전 2%)

인천관광공사

032-899-7878

ㅇ 사업 :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ㅇ 대상 :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ㅇ 내용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1.25%p 차감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826~7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 자금 지원
ㅇ 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한 업체
ㅇ 내용 : 국내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용도로 업체당 1억 원 
         이내, 연리 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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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대출/융자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해운사 금융 지원
ㅇ 대상 :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ㅇ 내용 : 1) 선박 금융 지원(선박 담보비율(LTV) 최대 95%)
         2)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지원
         3) 신규 유동성 지원

해양수산부

044-200-5710

ㅇ 사업 :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지원대책
ㅇ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ㅇ 내용 : 1) 수산정책자금 상환 연장 
            (올해 상환 예정인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경영
            회생자금 원금의 상환기간 1년 연장)
         2) 수산정책자금 이자납부 유예
            (양식어업경영자금등 11개 자금 대상 4~6월 부과
            이자를 3개월 간 납부유예)
         3) 어선원보험료 납부 유예
            (‘20. 3월 어선원보험 가입 어업인 대상 4~6월 부과 
            보험료 3개월 간 납부유예)

해양수산부

044-200-5420

044-200-5425

044-200-5431

ㅇ 사업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ㅇ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ㅇ 내용 : 1천만 원 한도, 금리 1.0%p 인하, 상환기간 유예 등 우대

문화체육관광부

02-708-2261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38~9

ㅇ 사업 :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ㅇ 대상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사람
ㅇ 내용 : 최고 5백만 원 이내, 3년 상환

세정지원

ㅇ 사업 :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ㅇ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ㅇ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 시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 (무이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ㅇ 사업 :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ㅇ 대상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ㅇ 내용 : 1) 무담보채무자 : 6개월 유예, 유예기간 이자면제)
         2) 담보부채무자 : 연체가산이자면제, 담보권실행 유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 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ㅇ 대상 : 1)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채무자
         2) 이자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ㅇ 내용 : 1) 상환유예 : 원금상환 유예기간 종료까지 개선 안 될 
                     경우 기간연장(최대 2년)
         2) 이자지원 : 6개월 분 이자 보조

서민금융진흥원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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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세정지원

ㅇ 사업 : 신종 CV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ㅇ 내용 : 1)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2)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3) 환급금 조기지급
         4) 세무조사 착수유예 (연기·중지 포함) 등

국세청

126

인천 국세청 
032-718-6502

ㅇ 사업 : 원부자재 무역활동 지원
ㅇ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ㅇ 내용 : 1)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최대 1년)
         2)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3) 환급 특별지원

관세청

125

인천 관세청 
032-452-3639

ㅇ 사업 :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및 납부예외 제도
ㅇ 대상 :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일부 
         차이가 있는 근로자 등
ㅇ 내용 : 1)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 
         2)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조정 신청
         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ㅇ 사업 : 해운항만분야 주요 지원 대책
ㅇ 대상 : 코로나19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해운 항만 업계
ㅇ 내용 : 1) 항만시설 이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
         2)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해양수산부

044-200-5710

ㅇ 사업 : 코로나19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안내
ㅇ 대상 :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주택용(비주거용)·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ㅇ 내용 : 3월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분부터 3개월분(3~5월 
         청구서) 유예·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ㅇ 사업 :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ㅇ 내용 : 1)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 유예
         3) 체납액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 유예
         4) 사전통지 및 조사 중 납세자 연기·중지 신청 적극 승인
         5) 모든 납세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 31(월)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044-215-4131

ㅇ 사업 :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ㅇ 대상 : 간이과세자 및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
ㅇ 내용 : 1)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백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20년)
         2) (개인사업자) 과세기간(6개웖)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ㅇ 사업 : ‘착한 임대인’ 전폭 지원
ㅇ 대상 :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ㅇ 내용 : 민간 임대인 임대료를 인하 시 인하분의 50%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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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세정지원

ㅇ 사업 : 정부·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ㅇ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ㅇ 내용 :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대폭 인하
         ·국가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3%→1%
         ·지자체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5%→1%

기획재정부

044-215-4131

ㅇ 사업 :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ㅇ 대상 :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임차인
ㅇ 내용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

ㅇ 사업 : 민간소비 지원 정책
ㅇ 내용 : 1)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2)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3)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백만 원, 중소기업 36백만 원)

ㅇ 사업 : 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ㅇ 대상 :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려는 기업 및 국내 기존
         사업장 증설하려는 기업
ㅇ 내용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관세 100% 감면(부분복귀 시 50%)

ㅇ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계약제도 절차 완화
ㅇ 대상 :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
ㅇ 내용 : 1) 소액 소의계약 한도 상향(물품 1억원,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1.6억원 이하)
         2)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3) 유찰 수의계약 요건 완화(경쟁입찰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4) 긴급유찰 사유 추가
         5) 입찰·계약 보증금인하(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5%)
         6) 법정기한단축(검사·검수 7일, 대금 지급 3일 이내)
ㅇ 기한 :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기획재정부 고시)

기획재정부

044-215-2114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ㅇ 대상 : 코로나19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
ㅇ 내용 : 4. 29(수)부터 원금상환유예 시행 예정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 가능)

금융위원회

02-2100-2611

ㅇ 사업 : 코로나19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ㅇ 대상 : 20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
ㅇ 내용 :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 원상복구 비용,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042-48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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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세정지원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ㅇ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
ㅇ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3백만원, 휴업점포 1백만원
   　　　(인천의 경우, 확진자 방문점포 우선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534

ㅇ 사업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ㅇ 대상 : 1)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등
         2) 해당 직무 1년 이상 실업자 (혹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내용 : 직무교육 제공 및 개별 중소기업에 특화된 코칭 제공
         1)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 3일 이내 1회)
         2) 현장실습 및 코칭 (훈련수당 및 코칭비 제공)
         3) 취업연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99-3001

ㅇ 사업 :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
ㅇ 내용 : 1)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3개월분 한시적 감면
            (도로, 하천 등 점용허가 받은 개인, 소상공인 대상)
         2)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국토교통부

044-201-3807

ㅇ 사업 : 어선원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ㅇ 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ㅇ 내용 :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해양수산부

044-200-5471

ㅇ 사업 :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ㅇ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기부 지원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 1) 공통지원
           ⑴ 모든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⑵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축소 및 현금비중 완화  
           ⑶ 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감면
           ⑷ 상황에 따른 연구목표, 기간, 계획 변경 허용
           ⑸ 연구비 유연 집행 허용
         2) 추가지원
           ⑴ 사업 특성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과기정통부)
           ⑵ 기업 재무상황 한시적 적용 제외(산업부),        
           ⑶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민간부담금 완화(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523

044-202-6231

044-202-6953

산업부

044-202-4534

중기부

042-481-4452

ㅇ 사업 : 고용위기 중소기업에 기본연구과제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ㅇ 내용 : 기업당 1개 과제, 5,000만원(1년) 지원
         1) 기업 R&D 활동 유지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주제 지원 (기존 자체 수행 중 혹은 신규 추진 주제)
         2) 연구활동비 및 연구전담요원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2명 이내, 직접비총액의 40~50% 이내의   
            범위 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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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세정지원

ㅇ 사업 : 코로나19 특별기획전(힘내라 중소식품) 모집 공고
ㅇ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식품기업 200개사 내외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학교급식 참여 기업 등)
ㅇ 내용 : 1) 온라인 특별 기획전 운영
         2) 광고·홍보 운영
         3)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ㅇ 기한 : 2020. 4. 21(화) 18:00까지 신청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736

ㅇ 사업 : 2020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가기업 모집 공고
ㅇ 대상 : 코로나19 피해기업, 브랜드K 기업,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 기업 등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700개 업체)
         (B2B제품, 건설·생산자재, 수입품 등 부적합 품목 제외)
ㅇ 내용 : 1)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로나19 피해 권역 지자체 
            행사 연계, 참여기업 신규 판로진출 지원
         2) (온·오프라인 연계 기획전) 민간 대형 유통채널과 
            연계한 기획 행사 병행 추진
         3) (내수 활성화 캠페인 및 홍보) 언론, 온라인 채널 
            통한 행사 내용 배포
ㅇ 기한 : 2020. 5. 21(목)까지 신청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311~15

02-6678-9582

신청 접수

(www.imstars.or.kr)

ㅇ 사업 : 2020년 로봇 설계SW 활용 연계 애로기술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피해 극복지원)
ㅇ 대상 : 개발 완료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기업
ㅇ 내용 : 1) 선정규모 : SW 무상지원 활용 6개社
                     애로기술 지원 4개社
         2) 지원분야
           ⑴ SW 무상지원 (디자인, 설계·해석 SW 무상 지원)
           ⑵ 애로기술 지원 (설계·해석 분야 애로기술 지원)
         3) 지원조건
           ⑴ SW 무상지원 (대상 SW 사용 가능 인력 보유)
           ⑵ 애로기술 지원 (진흥원 보유 장비 사용 이력 보유)
           * 단, SW 무상지원 과제 신청 및 수혜기업 신청 가능
           ⑶ 기술료(현금) 필수

           

기업유형 기술료 현금(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총사업비(국비지원금+민간부담금) 13.2%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국비지원금+민간부담금) 25% 이상

대기업 총사업비(국비지원금+민간부담금) 40.2% 이상

 ㅇ 기한 : 모집 공고일~2020. 11. 30(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33

인사/노무

ㅇ 사업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일부지원
ㅇ 대상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1350

http://www.imsta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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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인사/노무

ㅇ 사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ㅇ 대상 :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없이
         대상으로 인정) 
ㅇ 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 원, 연 180일 이내, 
         인건비의 최대 9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시적), 
         인건비의 최대 2/3 지원 (우선지원대상외 기업)

ㅇ 사업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ㅇ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ㅇ 내용 : 1인당 일 5만 원 10일 지급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고용노동부
1350

ㅇ 사업 : 외국인 고용허가제
ㅇ 내용 :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 조정,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50일 연장(중국, 태국, 베트남)

ㅇ 사업 :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ㅇ 대상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체
ㅇ 내용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지원 확대, 전직·재취업 및 
         창업,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ㅇ 사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ㅇ 대상 : 청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 청년 추가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간
         900만 원 지원

ㅇ 사업 : 유연근무제 지원
ㅇ 대상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ㅇ 내용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 회 주3회 이상 주1~2 회

지원금액 520만 원 260만 원 10만 원 5만 원

ㅇ 사업 :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절차 간소화
ㅇ 내용 : 1) 심사절차 간소화
         2) 지원근로자 확대
         3) 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

ㅇ 사업 :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ㅇ 대상 : 1) 코로나19로 인해 ′20.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2)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ㅇ 내용 : 150만원(1회차 : 100만원, 2회차 : 50만원) 지원
         * 타 지원금과 중복 불가하나, 기지원금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지원 가능
ㅇ 기한 : 2020. 6. 1(월)~7. 20(월)까지
         (2020. 5. 25(월)부터 모의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고용노동부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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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인사/노무

ㅇ 사업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ㅇ 대상 :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 종사자
ㅇ 내용 :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한도 
         상향,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고용노동부

044-202-7406

ㅇ 사업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ㅇ 대상 :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35시간으로 단축한 사업주
ㅇ 내용 : 1) 간접노무비 : 월 40만 원
         2) 임금감소보전금 월 40만 원 / 60만 원 
         3) 대체인력 지원금 : 월 30만 원 / 80만 원

고용노동부

044-202-7467

ㅇ 사업 :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ㅇ 내용 : 1)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경우에는 지자체 긴급
            지원금 중복 지원
         2) 비상상황 시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 보육교사 등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더라도 인건비 하루 단위로 계산·지원
         3)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운영비 당겨서 지원
            : 최대 3개월분만큼 인건비와 운영비 미리 지원

고용노동부

044-202-7473

ㅇ 사업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공모
ㅇ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수)부터 
         2020. 12. 31(목)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ㅇ 내용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지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익일부터 지원)
ㅇ 기한 : 6차에 걸처 공모 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1차 : 공고일 ~ 2020. 7. 31(금)까지
          - 2차 : 2020. 8. 1(토) ~ 8. 31(월)
          - 3차 : 2020. 9. 1(화) ~ 9. 29(화)
          - 4차 : 2020. 10. 5(월) ~ 10. 31(토)
          - 5차 : 2020. 11. 2(월) ~ 11. 30(월)
          - 6차 : 2020. 12. 1(화) ~ 12. 31(목)

고용노동부

044-202-7596

ㅇ 사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ㅇ 내용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
         (13만 원) 적용

국민연금공단

1355

ㅇ 사업 : 사회적경제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ㅇ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4개~1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동 참여(총괄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
         기업 50% 이상이 사회적기업인 경우)
ㅇ 내용 :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통의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2천만원(VAT, 자부담 포함))
ㅇ 기한 : 2020. 5. 26(화)까지 신청 가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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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수출지원

ㅇ 사업 : 주요교역국가별 현지 동향 제공
ㅇ 내용 : EU, 미국(워싱턴·LA), 일본,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 교역국가
         관세관이 현지에서 입수한 주재국의 통관·물류현황 제공

관세청

1544-1285ㅇ 사업 : 코로나19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ㅇ 내용 : 1) 관세청장이 지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경우, 서류심사 생략 및 24시간
            자동 발급
         2) 원산지증명서 정정 필요한 경우, 사본 제출을 통한 
            정정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원본 3개월 이내 제출)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로 수출입·해외사업 기반 유지가 어려운 기업
ㅇ 내용 : 1) 긴급 경영자금 지원
         2) 수출실적기반자금
         3) 운영자금 확대, 수출입해외진출 보증 지원
         4)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점

032-235-6104

ㅇ 사업 : 2020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ㅇ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ㅇ 내용 : 1)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2) V-커머스 입점지원
         3) O2O플랫폼 활용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375~6

042-363-7982~3

ㅇ 사업 : 유동성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
ㅇ 대상 : 코로나19로 수출애로 및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 1) 유동성지원
          ⑴ 중국 수입자 미결제 문제 신속보상
          ⑵ 채권회수 대행
          ⑶ 무역금융 우대지원
          ⑷ 선적 후 유동화 지원
         2) 수출 활력 제고
          ⑴ 보험료 우대
          ⑵ 중국 外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ㅇ 사업 :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지원
ㅇ 대상 :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U턴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
ㅇ 내용 : 1) 수입보험 품목 확대
         2) 국내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3) 국내 유턴기업 특별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中企 주요 지원 방안
ㅇ 대상 : 수출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2) 긴급 수출안정자금 제공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
         3) 중소기업 보험료 및 보증료 할인 (50%)
         4) 중소기업 신용조사 무료제공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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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수출지원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지원 방안
ㅇ 내용 : 1)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 연속수출허용기간, 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각 60일, 결제기일부터 2개월 이내로 기한 연장)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ㅇ 사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체공급처 발굴
ㅇ 대상 : 코로나19로 부품·원자재 공급 애로에 처한 기업
ㅇ 내용 : 1) 대체공급처 발굴 지원
         2)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
         3) 중국거래처 상담대행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1600-7119ㅇ 사업 : 코로나19 긴급 지원 대책
ㅇ 내용 : 1) 긴급 지사화 사업
         2) 화상상담 지원사업
         3)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ㅇ 사업 : 2020년 세계일류상품 화상상담회
ㅇ 대상 : 세계일류상품(현재일류/차세대일류) 생산 강소·중견기업
ㅇ 내용 : 마케팅, 금융·컨설팅, R&D판로,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 통역 등 종합 패키지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248

ㅇ 사업 : 2020년 동남아대양주 온라인 한국상품전 참가기업 모집
ㅇ 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뷰티·유아용품·가전 등 유망분야 
         디지털콘텐츠 기보유기업(제품홍보영상 보유기업 우대)
ㅇ 내용 : 온라인 한국상품관 구축, 온라인 프로모션, 화상상담회,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292

ㅇ 사업 : ICT 솔루션 온라인 특별관 참가기업 모집
ㅇ 대상 : ICT 솔루션 기업
         (스마트워크/언텍트/스마트 솔루션 재난 방지 관련 분야)
ㅇ 내용 : 온라인 특별관 개설 지원 및 해외 바이어 상담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753

ㅇ 사업 : 홈코노미(Homeconomy) 수출지원 사업 공고
ㅇ 대상 : 홈코노미 품목 관련 기업 (의료·개인위생·건강식품·가정
         간편식, 뷰티, 청정가전, 소형가전 등)
ㅇ 내용 : 해외 유통벤더(바이어)발굴 및 상담(화상) 지원, 유통망
         입점 후 현지 판촉지원(일부지역 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579

ㅇ 사업 : 포스트 코로나19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참가 기업 모집
ㅇ 대상 : 보건·의료, 홈코노미, 온라인·비접촉 등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 우선 지원
ㅇ 내용 : 1) 대상지역 : 전 세계 해외무역관 소재지
                      (84개국 127개 무역관)
         2) 지원 서비스
          ⑴ 해외기업 리스트 제공(6개사 내외)
          ⑵ 아래 추가서비스 中 택 1
           - 거래 제안 작성 및 발신 지원
           - 해외기업 반응 알아보기
           - 샘플제품 발송 대행 등
ㅇ 비용 : 지역당 150,000원(부가세 별도)
ㅇ 기한 : 2020. 5. 8(금)~29(금)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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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수출지원

ㅇ 사업 : 코로나19 관련 의료/위생용품 긴급 수출 지원
ㅇ 대상 : 한국산 의료용품, 위생용품의 해외 수출에 관심 기업
         (HS code 30(의료용품), 90(의료기기) 개별 항목 취합)
ㅇ 내용 : 협회 글로벌 네트워크인 글로벌파트너스클럽(67개국, 
         235개 기관) 및 대사관을 통한 전세계 홍보 진행
ㅇ 기한 : 2020. 4. 24(금)까지 신청 가능

한국무역협회

02-6000-5543

02-6000-5549

02-6000-5279

ㅇ 사업 :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국제한 애로기업 접수
ㅇ 대상 : 입국 제한 조치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ㅇ 내용 : 해외기업의 사업 목적상 입국시 격리면제 등 시행 지원
         (국내 중소기업 관련 사업 목적상 입국 시 임시 격리 
          (1박 2일)될 수 있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042-481-6893

042-481-8903

ㅇ 사업 : 비대면수출 활성화 위한 1,300개사 공동물류 지원
ㅇ 대상 : 물류비, 배송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1,300개)
ㅇ 내용 : 1)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
            (국내에서 최종 배송지까지의 배송비 30% 지원)
         2) 온라인수출 물품 배송비 정상가의 50% 이상 할인
         3) 최대 5개 국내외 물류창고 이용 비용, 풀필먼드, 수출입
            신고 대행비 등 지원(실비 70%, 1,500만원 한도)
         4)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ㅇ 기한 : 2020. 7. 3(금)까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391

042-481-4355

02-2130-1481

ㅇ 사업 : 2020년 1차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ㅇ 대상 : ′19. 7월 이후 수출인력 활용 목적 청년 채용했거나 
         공고일 이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청년글로벌마케터 채용 요건
           - ′19. 7월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채용된 만19~34세 
              및 TOEIC 700점 이상 또는 新HSK 5등급 이상
              등 어학실력 보유자
ㅇ 내용 : 1) 인력알선 : 지원기업이 청년인력 알선 희망 시, 적합
                     인력 추천 및 채용 지원(기업당 최대2명)
         2) 수출교육 : 실무 교육과정 온라인 제공 및 자문
         3) 멘토링 : 기업 내 멘토 지정(활동비 월 20만원 지원)
         4) 해외마케팅 활동 : 마케팅 및 판매 촉진활동 소요
                           비용 한도 내 지원
                           (1인당 430만원 한도 내 지원)
ㅇ 기한 : 2020. 5. 29(금)까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17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02-2138-7997

ㅇ 사업 : 2020년 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ㅇ 대상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ㅇ 내용 : 1)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2)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3)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ㅇ 기한 : 2020. 5. 29(금)까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17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인천)

032-45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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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수출지원

ㅇ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모집
ㅇ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아래 지원 제외)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2) 휴·폐업중인 기업
         3)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5)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ㅇ 내용 : 1) 지원규모 : 총 2,000백만원, 1,000개사 이내
         2) 지원기간 : 2020. 4. 1(수)~6.30(화) 한시적 지원
         3) 지원내용 :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모든 
                     국가(국가제한 없음) 대상으로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지원
          (해외배송비 : 국제 항공 운송비 + 현지 내륙 운송비)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ㅇ 기한 : 2020. 5. 29(금)까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2-6678-4463~5

ㅇ 사업 :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ㅇ 대상 :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ㅇ 내용 : 전문무역상사의 협조를 받아 해외로부터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조달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21

ㅇ 사업 : 국제식품박람회 개최 취소에 따른 운송비 피해 지원
ㅇ 대상 : ‘20. 3월말 기준 취소 박람회 참가 수출업체
         (도쿄, 애너하임, 싱가포르 박람회 참가업체(aT 선정) 
ㅇ 내용 : 각 박람회 사전설명회 개최일 이후 발송한 전시상품 
         운송비 관련 비용 지원
         1) 운송·통관비(해상·항공 운송비, 창고보관료, 통관비)
         2) 보관·폐기비
         3) 냉장·내동 비품 임차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987

ㅇ 사업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산물 수출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 수출업계
ㅇ 내용 : 온라인 몰(마켓) 입점, SNS 홍보, 배달앱 연계 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상담회 지원

해양수산부

044-200-5480

ㅇ 사업 : 우리 기업인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지원
ㅇ 대상 : 중국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 또는 중국 기업
ㅇ 내용 : ‘신속통로’ 신설로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 적용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 출국 전
         ①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 중국 입국 후
         ①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②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외교부

02-21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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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수출지원

ㅇ 사업 : 환경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ㅇ 대상 : 코로나19로 수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산업체
ㅇ 내용 : 국가당 환경산업체 10개사 내외
         1) 베트남, 이집트, 중국 대상 바이어 및 발주처 발굴·매칭
         2) 기업별 1:1 비즈니스 온라인 상담 지원(1시간)
         3) 기업별 순차통역 제공, 시스템 운영지원 등

           

국가 도시 일자 시간(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6.22~26 11:00~18:00

이집트 카이로 6.22~25 16:00~20:00

중국 상하이, 광저우 7.13~17 10:00~18:00

ㅇ 기한 : 2020. 5. 22(금)까지 신청 가능

한국환경산업협회

02-6933-9514~5

ㅇ 사업 : 2020년 동남아 이커머스 진출 지원사업
ㅇ 대상 : 동남아 온라인수출 희망 전국단위 창업중소기업 60개사
         (인천지역 10개사, 리셀러 제외)
ㅇ 내용

ㅇ 기한 : 2020. 6. 17(금)까지

구분 내용

현장실습형
입점교육

현장실습형 Shopee 입점교육
Shopee 인큐베이션팀 1:1 밀착관리

상품노출
(방문자 유인)

특별기획전
인플루언서 라이브방송 및 SNS홍보

가격지원
(구매유도)

판매수수료 면제
키워드, 타겟팅 등 광고비 지원
전용 할인쿠폰 발급
무료배송/캐쉬백 프로그램비 지원

해외업무 대행
국제배송 대행
고객문의, 반품대응 등 해외CS 대행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22

온라인접수처

(https://url.kr/UTgcjx)

ㅇ 사업 : 감염병 관련 해외조달시장 진출 희망기업 풀(Pool) 구축
ㅇ 대상 : 해외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감염병 체외진단기기, 의료
         소모품, 진단검사장비 업체 등
ㅇ 내용 : 1) 해외조달시장 진출 희망 기업 풀 구축 관련 조사
          ⑴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 및 의료소모품 등 주력 
             상품 현황 조사
          ⑵ 국제입찰 진출 지원사업 참여의사(컨설팅 및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 조사
         2) 조사 참여 기업 대상 혜택 제공
          ⑴ 해외 정부,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 참여 기회 제공
          ⑵ 국제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정보, 국제입찰 동향지 
             및 브리프 등 자료제공
ㅇ 기한 : ∼2020. 12. 31(목)까지 상시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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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수출지원

ㅇ 사업 : 2020년 SPOEX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스포츠
         분야)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ㅇ 대상 : 해외 진출 희망 국내 스포츠 기업 100개사
         (스타트업~중소기업 모두 신청 가능)
ㅇ 내용 : 1. 해외수출지원 활성화 지원 위한 60만원 바우처 제공
         1) 통/번역비용(해외바이어와 거래에 필요한 자료 통/번역)
         2) 디자인/인쇄비용(해외바이어 대상 홍보 자료 제작)
         3) 수출상담회 참여 체재비용(KTX, SRT, 숙박(6만원 내외))
          2. 국내기업 VR e-카탈로그 콘텐츠(100만원 상당 
            홍보영상) 제작 지원
         3. 국내기업 대상 1명의 전담통역사 지원
         4. 본 상담회 이후 사후관리 기간(1개월)추가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SPOEX

02-555-8897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547

기타

ㅇ 사업 : 코로나19 긴급 방역지원 신청 접수 안내
ㅇ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ㅇ 내용 : 코로나19 방역 무상 지원

한국환경공단

032-590-3185

ㅇ 사업 : 화상회의 서비스·제품 보안 강화 지원
ㅇ 내용 : 1)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의 보안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2) 보안 검증된 화상회의 서비스·제품 보급 확대
          ⑴ 국산 영상회의 서비스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⑵ 중소·영세 서비스 개발기업 대상 보안컨설팅 지원  
             및 필요한 보안제품·서비스 비용 지원(∼1천만 원)
          ⑶ 신속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획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441

044-202-6453

044-202-6461

ㅇ 사업 : 환경산업 소상공인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사업
ㅇ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 및 사업추진 애로 겪는 환경산업 소상공인 
ㅇ 내용 : 기업별 최대 10시간 상당의 컨설팅 진행

           

분야 컨설팅 내용

법률 법률 자문, 계약서·내용증명 등 검토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침해 검토 등

세무회계 세법, 세무회계 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712

02-2284-1717

02-2284-1720

ㅇ 사업 : 코로나19 대응 건설(연)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ㅇ 대상 : 코로나19 피해 건설(연)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 애로기술 해결, 연구인력 고용유지, 마케팅, 경영진단/
         컨설팅 등 지원

 

유형 사업명 지원 내용

1-1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매칭사업
기술개선 연구, 제품고급화, 시제품 
제작, 인증/성능 평가 등

1-2 수요기반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사업

1-3 지역기업 동반 지자체 현안해결 기술 지원사업 지역기업 동반 실증형 연구개발 등

2-1 중소·중견기업 Grow-Up 지원사업 제품 고급화,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2-2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Scale-Up 지원사업 매칭사업 기업보유 기술 활용 시제품 제작 등

3-1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등

3-2 중소·중견기업 마케팅/홍보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브로셔, 홍보영상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형 문의처

1-1 031-910-0597

1-2 031-910-0597

1-3 031-910-0512

2-1 031-910-0912

2-2 031-910-0192

3-1 031-910-0911

3-2 031-9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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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내용 문의

기타

ㅇ 사업 : 코로나19 극복 스토어 36.5 제품 할인 공급 프로모션
ㅇ 대상 : e-store 36.5+ 입점 기업(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ㅇ 내용 : 지원규모 : 100개 제품 이내(기업당 제품 7~10개 제한)
         진흥원에서 입점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을 
         e-store 36.5+에서 오프라인 판매장 회원이 구매한
         내용의 15% 할인 프로모션 비용 지원 예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35

ㅇ 사업 :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ㅇ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 골목상권으로 점포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해당 골목상권의 대표조직, 중간조직 
         참여 및 1/2이상이 사업 동의)
ㅇ 내용 : 1) 임대료 인하협약 체결 및 유관 사업 연계
         2) 안심방문 환경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3)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적합 상권 운영방안 마련 등

행정안전부

044-205-3921

ㅇ 사업 : 기업인 등에 대한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지원
ㅇ 대상 : 해외 출국시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국가만 해당
         (모든 해외 지원 사항은 아님)
ㅇ 내용 : 건강상태 확인서 지급기관 연결 및 확인서 발급 등 지원
         (* 인천 내 발급기관→가톨릭인천성모병원)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626~9

 사업 :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ㅇ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ㅇ 내용 : 1)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2) 본인 및 부모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3)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 대상 저금리 전환 대출

교육부 

044-208-6271

산한국장학재단

053-238-2310

ㅇ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 완화
ㅇ 대상 :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ㅇ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 지원 
         (이용자부담 평균 37.6% 완화)

여성가족부

02-2100-6365

ㅇ 사업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12개 외국어 통·번역 지원
ㅇ 대상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ㅇ 내용 : 중대본 등 부처 카드뉴스 발췌, 부처별 요청 자료 등 
         번역 지원 (웹 포스터(카드뉴스) 또는 번역본 파일 제공)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우즈벡어, 라오스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네팔어

여성가족부

02-2100-6372

ㅇ 사업 : 아동돌봄쿠폰 지급
ㅇ 대상 :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
ㅇ 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원

보건복지부

129

ㅇ 사업 : 소비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ㅇ 내용 : 지류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
         (월별 할인 구매 한도 100만 원 예산 소진시 까지)
ㅇ 구매 : 시중은행 15곳(신분증 지참, 현금 구매시 할인)
         *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 유지

중소벤처기업부

042-481-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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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감염증 선별진료 의료기관 현황

연번 시군구 의료기관
응급의료
기관종별

주소 연락처
독립 진료실 

설치여부

1 중구 인천기독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중구 답동로 30번길  10 032-270-8000 기관 내

2 동구
(의)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동구 샛골로 214 1800-7070 실외

3 미추홀 현대유비스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미추홀구 독배로 503 032-888-7575 실외

4 〃 인천사랑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 032-457-2000 기관 내

5 연수구 나사렛 국제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연수구 먼우금로 98 032-899-9999 기관 내

6 〃 인천적십자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000 기관 내

7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 실외

8 〃 부평세림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부평구 부평대로 175 1899-9555 실외

9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부평구 무네미로 446 5000-114 기관 내

10 계양구 한림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계양구 장제로 722 032-540-9114 기관 내

11 〃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계양구 계양문화로 20 032-240-8000 기관 내

12 서구 국제성모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1600-8291 실외

13 〃 나은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서구 원적로 23 1661-0099 실외

14 〃 성민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서구 신석로 70 1661-1199 실외

15 〃 검단탑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서구 청마로 19번길 5 032-590-0114 기관 내

16 〃 온누리병원
지역응급
의료센터

서구 완정로 199 032-567-6200 기관 내

17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강화읍 충렬사로 31 032-290-0001 기관 내

18 옹진군 백령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032-836-1731 실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