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원

신청가능
지원금

지원 내역?

지원해당 봉쇄조치 기간?

COVID-19
재난지원금

COVID-19 봉쇄조치로 인해 수입이 끊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수령자격여부는 거주지와
근무지에 따라 결정*

• 평소 근무 시간에서 주당 8-20시간 또는
하루치 근무 시간 전부를 잃어버린 경우
$325 – $375

2021년 7월 1일-15일은
지급액이 낮음 ($325 / $500)

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신청 후 매주

Services Australia
웹사이트 방문

여기서 신청

NSW 공정거래부
(Fair Trading)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해서
집주인에게
NSW 공정거래부
(Fair Trading)로
연락하라고 할 것

• 주당 20시간 이상 잃어버린 경우 $500 – $600 7 15
월 일부터 지급액 인상
($375 / $600)

집세 지원

봉쇄조치로 인해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일반
주거지 세입자가 퇴거 당하지 않도록 보호
봉쇄조치 피해를 본 세입자의 집세를
감면해주는 집주인에게 토지세 감면 혹은
보조금 지급

토지세 감면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COVID-19 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집주인에게 2021년 납부대상
토지세 최대 100%까지 감면.
토지세를 내지 않는 집주인의
경우 대신 주거용 임대 건 당
최대 $1500 보조금 신청가능.

자격이 되는
집주인은 신청
후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은?

7월 1일로 시작하는
주에 대한 신청은
2021년 7월 28일에
마감되며 그 이후에는
매주 마감. 예를 들어
7월 8일로 시작하는
주에 대한 신청은
2021년 8월 4일에
마감.

* 시드니 시, 웨이벌리, 랜드윅, 캐나다 베이, 이너 웨스트, 베이사이드, 울라라 지방 정부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급 자격이 될 수 있음.
광역 시드니 기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2021년 7월 4일부터 지급 자격이 될 수 있음.
광역 시드니 밖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2021년 7월 13일부터 지급 자격이 될 수 있음.

초소규모 사업체 (1인 개인사업자 포함)
및 소규모 비영리단체 지원
귀 업체나 단체가 연매출액이 $30,000에서 $75,000 사이며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자격부여

신청가능 지원금

지원 내역?

지원금 지급은
지원해당 봉쇄조치 기간? 언제부터?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COVID-19 초소규모
사업체 보조금

2주 간격으로 비과세 보조금 $1,500

봉쇄조치 시작할 때부터

Service NSW

2021년 7월
말부터 지급시작

신청 방법은?
Service NSW 웹사이트에
7월 말 신청란 개설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NSW
COVID-19 초소규모 사업체
보조금과 COVID-19
재난지원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음

가겟세 지원

임대주는 중재 과정 없이 소매 또는
상업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음
봉쇄조치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가겟세를 감면해주는 임대주의
2021년 토지세 최대 100% 감면

임차인 보호조치는
봉쇄조치기간 내내
지속됨
토지세 감면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COVID-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가겟세를 감면하는
임대주에게 지불

중재서비스를
원하면 소규모업체
고충처리국
(the office of
Small Business
Commissioner)
에 연락할 것

중재 지원 신청은 여기서

중소규모 사업체 (1인 개인사업자 포함) 및
소규모 비영리단체 지원
귀 업체나 단체가 연매출액이 $75,000 이상이며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자격부여

신청가능 지원금 지원 내역?

지원금 지급은
지원해당 봉쇄조치 기간? 언제부터?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신청 방법은?

COVID-19
사업체 보조금

귀 사업체의 소득 감소액에 따라 $7,500에서
$15,000 사이 비과세 보조금 일회성 지급

봉쇄조치 최초 삼 주

2021년 7월말부터 Service NSW
지급 시작

Service NSW 웹사이트에
2021년 7월 19일부로
신청란 개설

일자리 지킴이
(Job Saver)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직원 주급의 40%에
해당하는 비과세 지원금이며 주당 $1,500 ~
$10,000 (2주마다 지급) 지급. 직원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주당 $1,000

2021년 7월 19일부터

2021년 7월 말에
지급 시작

참여의사제출은 7월
14일부터, 신청은 2021년
7월 26일부터 가능

갑근세 지원금

• 자격이 되는 업체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 봉쇄기간 전체
갑근세 25% 감면
• 모든 사업체는 2021년 10월 7일까지
갑근세 납부 연기 허가
• 연기한 갑근세의 경우 12개월간 무이자
분납가능

Revenue NSW

가겟세 지원

임대주는 중재 과정 없이 소매 또는 상업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음

중재서비스를
중재 지원 신청은 여기서
원하면 소규모
업체고충처리국
(the office of Small
Business
Commissioner)
에 연락할 것

봉쇄조치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가겟세를
감면해주는 임대주의 2021년 토지세 최대
100% 감면

임차인 보호조치는
봉쇄조치기간 내내
지속됨

Service NSW

특정 산업 지원

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2021년 6월 26일부터

신청서 제출 후
3주내

Create NSW

2021년 7월 23일부터
Create NSW website
에서 신청가능

2021년 6월 26일부터
7월 11일

추후 결정 예정

Service NSW

Service NSW

신청가능 지원금

지원 내역?

지원해당 봉쇄조치 기간?

창작 예술분야 지원

비영리단체, 상업 극장, 상업 음악 공연장의
현 제작비용 지원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급

숙박업체 지원

학교 방학 기간 중 객실 예약 취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지원 가능
• 최대 10박 취소로 인한 손해의 경우 $2,000
• 11박 이상 취소로 인한 손해는 $5,000

숙박업체는 우선
COVID-19 사업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할 것

신청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