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지원
중소기업

신청 가능
지원
일자리지킴이
(JobSaver)

지원 내역?

신청 가능 사업체?

봉쇄조치의어느 기간에 적용?

추가 정보가필요하다면?

COVID 이전 직원 주급의 40%에 해당하는
비과세 지원금이며 주당 $1,500 -$10,00
(2주마다 지급) 지급

사업체가 매출액 $75,000~$5000 만
그리고 (2019년에 비해) 6월26일부터 8
월14일까지의 기간 중에 2주간 이상의
기간 동안 30% 이상 매출액 감소

지급금은 2021년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해당

Service NSW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체

장기 근속 휴가 법 1955 (NSW)
(Long Service Leave Act 1955
(NSW))의 개정은 2022년3월31
일까지 유지됨

직원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격주 당 $1,000

신청은 2021년 7월 26일부터 가능

모든 지급은 2주마다 소급으로 지급함
직원 수가 유지되면 사업체가 일자리 지킴이
(JobSaver)를 위한 자격이 유지됨. 직장관계법
1996(연방) (Workplace Relations Act 1996
(Cth))에 따라 직원이 일시 해고되어도 직원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됨
장기 근속 휴가
(Long Service
Leave)

장기 근속 휴가 법 1955 (NSW) (Long Service
Leave Act 1955 (NSW))이 2022년3월31일까지
임시 개정되어 아래를 허용함:
• 직원이 동의하면 고용주가 한 달 미만의 통보를
주어 장기 근속 휴가를 사용하도록 함
• 고용주와 직원은 휴가를 더 작은 기간들로
나누어 미리 받는 것에 합의함. 예를 들면
일주에 1-2일로 받음

NSW Industrial
Relations

건설 산업 지원
중소기업

신청 가능
지원

지원 내역?

신청 가능 사업체?

봉쇄조치의어느 기간에 적용?

추가 정보가필요하다면?

갑근세 연기
(Payroll Tax
Deferrals)

사업체들은 2020-21년도 연간 조정 수익 그리고
2021년7-8월의 임금에 대한 갑근세 지불을
연기할 수 있음.

갑근세를 내는 모든 사업체

2021년도의 연간 조정 접수
및 지불이 2021년 10월 7일로
연기되었음.

Revenue NSW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상환가능.

갑근세 할인
(Payroll Tax
Concessions)

적격 사업체는 연간 조정을 접수할 때에 갑근세
채무가 25% 할인됨.

고객들은 2021년7-8월의 수익
기간의 지불도 2021년 10월
7일로 연기할 수 있고 지급
지원 합의 (Support Payment
Arrangement)를 체결할 수 있음.

호주 임금 총액 (grouped wages)이
$120만~$1000만 (19/20)으로 신고
그리고 30% 이상 매출액 삭감.

이 할인은 2019-2020년
회계연도의 갑근세 채무에 해당.

Revenue NSW

건설 산업 지원
개인

신청 가능
지원
COVID-19
재난 지원금
(COVID-19
Disaster
Payment)

지원 내역?

신청 가능 사업체?

봉쇄조치의어느 기간에 적용?

추가 정보가필요하다면?

주당 8-20 시간의 일 혹은 하루 전체의 일반 근무
시간을 잃은 노동자를 위해:

봉쇄조치로 인해 노동 시간과 소득이
상당히 감소된 개별 노동자.

City of Sydney, Bayside, Canada
Bay, Inner West, Randwick,
Waverley와 Woollahra LGA
에서는 7월1일부터

Services Australia

•
•

주당 $325, 첫 2주간
주당 $375 주당, 3번째 주간부터

Greater Sydney의 나머지 지역,
Blue Mountains, Wollongong,
Central Coast와 Shellharbour
에서는 7월4일부터

주당 20시간 이상의 일을 잃은 노동자를 위해:
• 주당 $500, 첫 2주간
• 주당 $600, 3번째 주간부터

나머지 NSW 지역에서는7월18
일부터.

정신 건강
(Mental
Health)

봉쇄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증가. 포함되는 서비스:
•

증가된 라이프라인 (Lifeline) 상담 서비스

•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24시간
지원

•

출산 전후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누구든지

봉쇄조치 기간과 이후에 추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이러한
어려운 시기 내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Lifeline 13 11 14
• Beyond Blue
1300 224 636
• Gidget Foundation
• Sonder
• Kidshelpline
1800 55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