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46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광양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47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광양시 관광협업센터 운영 48

 책 읽는 가게

 기초연금 지원 49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50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광양시 전입장려금 지급 51

중장년 지원



중장년 지원

46 2021 광양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 _ 47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지원대상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신청기간   연중(사업비 소진 시 종료)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연장 불가)

   - 이자지원 : 연 3%, 2년간 지원(업소당 2년간 최대 180만 원 지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지역경제과 ☎ 797-3350

   전남신용보증재단 ☎ 794-3862

지원대상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사업기간   2021. 3. ~ 7.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장비 교체 

비용 지원

   -  간판, 천막, 인테리어(조명기구, 도배, 페인트, 바닥공사), 화장실,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업소용 냉장고, 업소용 싱크대 등

   - 업체당 5백만 원 이내 / 사업비 70% 지원(자부담 30%)

         ※ 건물의 신ㆍ증축 및 중고시설(기계), 일회성 소모품은 지원 제외

신청 및 문의   광양시 지역경제과 ☎ 79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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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대상    광양시에 사업장 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신청기간   연중(사업비 소진 시 종료)

지원내용    공제부금 납입 시 월 1만 원씩 장려금 적립(최대 1년)

   ※ 전라남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2만 원)과 중복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광양시 지역경제과 ☎ 797-3350

   중소기업중앙회 ☎ 062)955-9966

지원대상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기업 및 시민 누구나

운영기간   연중

지원내용    

   -  (구 직 자)  전문 직업상담사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

   -  (구인기업)  기업 맞춤형 인재 알선, 정보 제공, 면접장소 제공 및 

행정 지원 등

문 의 처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 ☎ 79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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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광협업센터 

운영

책 읽는 가게

지원대상    광양시 시민

운영기간   2021. 1. ~ 

운영내용    광양관광 멀티플랫폼, 관광 협업 공간

   -  광양시관광협의회 :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 

   -  관광두레 : 주민사업체 발굴, 파일럿 사업, 관광사업체 창업육성

문 의 처   광양시 관광과 ☎797-3715

지원대상    소상공인 가게 80개소(광양읍 30, 중마동 50)

신청기간   2021. 2. ~ 12. 

지원내용    도서 대출(1인 10권 / 14일), 주 1회 지정 배달

운영방법   도서관 직원이 직접 배달 및 회수 

신청 및 문의   광양중앙도서관 ☎ 797-3836 

   광양중마도서관 ☎ 797-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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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2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

    ※ 만 65세 미만 대상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매월 최대 300,000원

   - 단독, 부부1인 : 30,000원 ~ 300,000원

   - 부부2인 : 60,000원 ~ 480,000원

    ※ 소득과 재산사항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광양읍,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거주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면지역 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공중목욕장 이용료(건강쿠폰) 월2매 지급

 동절기(2~3월, 10~12월)

신청 및 문의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 79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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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자로 거동관련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지원) ※ 4년 1회 지원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 797-2955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돌봄 대상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음료 배달을 통해 노인들에게 정서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노인맞춤돌봄센터 ☎ 79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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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입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주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 

전입일 전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한 사람

신청기간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지원내용    

   -  전입세대 :  10만원 광양사랑 상품권

     종량제봉투(20리터) 100~150매

   - 전입학생 : 20만원 광양사랑 상품권 

   -  전입배우자 : 10만원 광양사랑 상품권

         종량제봉투(20리터) 50매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광양시 전략정책실 ☎ 79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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