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원 대책 【현민 대상】
대상

지
원
금

모든 현민 ※2020년 4월 27까지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현민 대상

아이를 키우는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휴직 중이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분

수입이 줄어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분

수입이 격감한 가정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문의처

특별 정액 급부금 1인당 １０만 엔
총무성 콜센터
0120-260020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임시 특별 급부금

아동 수당 수급 가정에 아동 1인당 １만 엔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내각부 콜센터 0120-271-381

한부모 가정
임시 특별 급부금

아동 부양 수당 수급 가정 등에 ５만 엔 지급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３만 엔 추가 지급)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후생노동성 콜센터 0120-400-903

코로나19 대응
휴직 지원금・급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을 대상으로

임금의 ８０％ (월 최대 33만 엔)

후생노동성 콜센터
0120-221-276

국가 수학 지원 신제도 장학금 지급 및 수업료 등 면제
재학 중인 대학, 단기 대학,
고등 전문 학교, 전문 학교 등

고교생 장학 급부금 확충 코로나로 수입이 격감한 가정도 지원 대상에 추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대
출

수입이 줄어 가계 유지가 힘든분

→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

→ 가계를 다시 일으키고 싶은 분

실직 또는 구직 활동 중인 분

긴급 소액 자금 최대 １０만 엔 대출
(특별히 어려운 경우 20만 엔까지 대출 가능)

각 지자체 사회 복지 협의회

※상담 콜센터
0120-46-1999

종합 지원 자금
(3개월간 대출 가능, 추후 상환)

1인 가구는 월 최대 １５만 엔,

2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２０만 엔 대출

실업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제도 최대 ５０만 엔 대출 가능 효고현 노정복지과 078-362-3362

자세한내용은효고현홈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현영 주택 제공 원칙적으로 １년간 거주 가능 （기간 연장 가능）
효고현 주택관리과
078-230-8470

현 주택 공급 공사의

임대 주택 제공

６개월 거주 가능 최초1～2개월은 집세 무료

3～6개월은 집세 20% 할인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

●고베・한신: 공사 주택 모집 센터

078-232-9505

●히가시・나카 하리마(메마이 키타
주택 포함): 하리마・메마이 관리
사무소 078-912-4110

주거 확보 급부금
집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지원 상한액 있음)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３개월 이내

●시(市)：자립지원 상담 기관 창구
●정(町)：기업조합 노협 센터 사업단
－가미 정, 신온센 정 거주 0796-34-6333
－상기 이외 정 거주 079-224-2188

주
택

실직 등으로
살 곳(집)을 잃은 분

수입이 줄어 집세를 내기
어려운 분



대상

지
원
금

한 달 매상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으나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분

매상이 감소해 상가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문의처

지속화 급부금
법인 최대 ２００만 엔

개인사업주 최대 １００만 엔

지속화 급부금 사업 콜센터
0120-115-570

고용 조정 조성금

근로자 1인 1일 15,000엔 상한액 제한
근로자 휴직 수당 등 지출액의

중소기업 최대 100%까지 지원

대기업 최대 3/4까지 지원

효고 노동국 헬로 워크
조성금 데스크
078-221-5440

임대료 지원 급부금
법인 최대 ６００만 엔(６개월분)

개인사업주 최대 ３００만 엔(６개월분)

임대료 지원 급부금 콜센터
0120-653-930

대
출

자금융통이어려운분

①코로나19 대책 대출

②경영 활성화 자금

③차환 등 대출

④코로나19 위기 대응 대출

⑤코로나19 대응 자금

⑥코로나19 보증(수수)료 응원 대출

① 매상 감소 시 회전 자금 지원

② 신속하게 심사 시행

③ 과거 채무 부담 경감

④ 지원 내용 ①에 대해 별도 기준 보증

⑤ 3년간 무이자, 보증(수수)료 면제

⑥ 보증(수수)료 면제

효고현 지역 금융실
078-362-3321

※한달매상이전년동월
대비 50% 이상감소, 또는 3개월매상합계가전년
대비 30% 이상감소한사업자

코로나19 지원 대책 【사업자 대상】 자세한내용은효고현홈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보
조
금

감염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감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분

농림어업 종사자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초등학교 임시 휴교 등으로 근로자

에게 돌봄 휴가를 허가한 사업주

초등학교 임시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업한 사업주 본인

사업 재개를 위한

코로나 감염 방지 대책 지원

업종별로 필요 경비를 지원

・ 근무자의 노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접촉 및 비말 방지 대책 지원

・ 점포 등의 감염 방지 대책 [공기 청정기,

열화상 카메라, 파티션(칸막이) 등] 지원

●중소 법인, 개인 사업주

효고현 중소기업사업 재개

지원금 사무국 078-361-1500

●상점가

효고현 경영상업과 078-362-3326

●호텔・여관(료칸)

효고현 관광추진과 078-362-3340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

업 종사자에게 보조금 지급

판로 개척, 생산과 판매 방식의 확립 또는
전환 등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 최대 １５０만 엔 보조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03-6744-0576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

특별 돌봄 휴가를 허가한 사업주를 지원
(1일 최대 8,330엔, 4월 1일 이후의 돌봄

휴가에 한해서는 최대 15,000엔 지원） 후생노동성 콜센터
0120-60-3999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지원금

휴업한 개인사업주, 프리랜서를 지원
(1일 최대 4,100엔, 4월 1일 이후의 휴업에

한해서는 최대 7,500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