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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방역작업 : 건물, 식당, 사무실, 휴게실,  
               공장내부, 환경정비 등
 - 방역물품 : 방역 장비, 손소독기, 마스크,  
              손세정제, 수동분무형 소독기,  
              체온계, 가림막 등  
 ※ 기업체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물품 제외

  ▶ 기업당 150만원
     ※ 사업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 비용은 기업체
        자부담

【 사업 신청 및 집행 완료까지 단계별 내용 및 제출서류 】

◆ 1단계 : 신청시 제출 서류 ◆ 추가첨부서류

 ① 기업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방역 지원사업  

    신청서[양식1]

 ②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양식1-1]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③ 사업장고용고지산출내역

 ④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⑤ 방역 및 구매 견적서

 ⑥ 기업체 명의 통장사본

 ⑦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현재기준 1부)

 ⑧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통지서(해당기업)

 ⑨ 기부, 방역물품지원 등 증빙서류(해당기업)

 ⑩ 대외적 수상내역 증빙서류(해당기업)

◆ 2단계 : 사업시행 후 제출서류 ◆ 추가첨부서류

 ① 기업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방역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및 증빙사진[양식2]

 ① 증빙사진

 ② 통장사본(입출금거래내역 전체)

 ③ 방역업체 및 물품구입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방역 또는 물품구입 지출내역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각 1부) 

 ※ 간이 영수증이나 단순 이체의 경우 증빙

    서류로 해당되지 않음으로 불가함

◆ 3단계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① 기업체 완료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기업당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