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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구

분

(단위:백만원)

사업비
9,588

카드
수수료

9,529
4,883

지원조건

한도

‘19년 매출 1.5억이하
경북 사업자 소재 소상공인/
‘19년 카드매출액÷1.1*0.8%

해당시군

중복지원
가능여부

진흥원
50만원

동부지소

-

북부지소

*제출서류 : (on)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예금주 동일)
(off)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경제
회복비

12,506

‘19년 매출액 5억 이하
구미시 사업자 소재 소상공인

50만원

구미시

카드,경제
중복가능

*제출서류 : (on)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예금주 동일)
(off)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피해매출액감소확인서(*증빙자료)
전기요금

2,700

‘19년 매출 3억원 이하
김천시 사업자 소재 소상공인

40만원

김천시

*제출서류 : (on)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예금주 동일)
(off)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할구역(21개 시군)
- 진 흥 원(8) : 구미,김천,경산,의성,군위,고령,성주,칠곡
☎ (054)476-6488-6492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일호 476-6479
최치호 대리 476-6480 김도균 대리 476-6481 / 구미시 이계북로 7
-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5) : 포항,경주,영천,청도,울진
☎ (054)612-2973-2975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 영덕군(054-730-6231), 울릉군(054-790-6258) 시군 자체사업 수행
-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8) : 안동,영주,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 (054)900-3819-3824 / 안동시 북순환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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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기
택일신청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휴대폰으로 직접등록 하세요!
신청URL http://행복카드.kr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상단의 QR코드를 보세요!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서 바로가기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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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용 홈페이지를 활용한 직접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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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시, 응대 단계별 주요사항
1. 접속경로 안내
- 질의 : 소상공인지원사업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어떤사업이 있나요?
- 답변 : 네 경상북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카드수수료지원사업,
구미시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김천시 전기요금지원사업을 5.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중입니다.
- 답변 : 신청은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가능합
니다. 인터넷 또는 휴대폰에서

(http://www.행복카드.kr)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경로 url은 문자로 보내드릴께요.
- 추가답변 : 문의 전화 (구미,김천,경산,의성,군위,고령,성주,칠곡)
☎ (054)476-6488-6492
2. 공통 문의사항
- 질의 : 저는 대구시(대전 등 타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며 경북(구미,
칠곡 등)에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네. 이번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점포) 소재지 기준 지원사업으로 주
민등록상 거주와 무관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질의 : 저는 구미와 의성에 2개의 점포를 운영중인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사업은 다수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모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점포별로 따로 신청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김천시의 경우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지원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니 수혜금액
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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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 답변 : 먼저 서류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등의 적격여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확정되면, 사업자등록기준 대표님들이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되며 지침상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이나, 접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 : 지원제외대상 업종 관련입니다. 저는 구미에서 태국마사지 업종을 운영중
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대표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업종, 업태확인 결과 96129 체형, 신체
관리서비스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사례)
91121 골프장은 지원제외 대상이나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
다. (배포자료, 오픈채팅 엑셀파일 등 참고)

- 질의 : 저는 조그만 제조업 공장을 운영중인데 종업원 12명인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반대질문 : 4대보험이 들어간 상시근로자 인가요?
- 고객답변 : 네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 해당답변 :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대표님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초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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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운수업(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지원가능 여부?
- 답변 : 법인택시는 흔히 말하는 회사택시로 보통 100대 정도의 차량(기사)을

보유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수 초과로 지원사업 대상이 아님.
운전기사 또한 근로자로 지원대상 아님.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카드
수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군위군은 지원가능)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도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됨.
(

구미시)

개인택시의 경우 경제회복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매출감소 증빙자료는
택시미터기에서 20.1-3월 (총)카드매출 출력가능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제회복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
내역을 매출감소 증빙자료로 제출

- 질의 : 저는 간이(면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원가능한가요?
- 답변 :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출·매입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서면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창구 이용,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후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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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인의 사업신청 희망에 따라 구분
(카드수수료) - 전 시군 동일
- 질의 : 사업별 조건과 지원한도는 어떤가요?
- 답변 : 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 총매출액 1.5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
2019년 카드매출액의 0.8%를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 질의 : 언제까지 접수하면 되나요?
- 답변 :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접수 후 지원조건 부합여부 등 검토를
거쳐 지원되며 예산소진시 마감됩니다.
- 질의 : 어떻게 접수하나요?
- 응답 : 세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접수 : https://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능 하십니다.
둘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하십니다.
셋째 경북경제진흥원 본원 및 지소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하십니다.
* 소재지 및 안내 전화번호 참조
*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류(공통)
가. 신청서(읍면동에 비치된 양식 활용)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카드수수료) - 전 시군 동일
- 질의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응답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두가지만 필요
합니다.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기본정보 입력후, 두 가지 서류를 업로드 하시거나
사본을 준비하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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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제회복비)
- 질의 : 사업별 조건과 지원한도는 어떤가요?
- 답변 : 네 구미시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은 2019년 총매출액 5억원이하로
소상공인 대상 2020년 1월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매출증빙을 제출할 경우 정액 50만원을 지원하며 카드수수료와 중복신청이 가능
합니다.
- 질의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 구미시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20년 1,2,3월의 매출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50% 이상 감소되
어야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7가지 증빙 방법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카드단말기 매출출력이 가장 간편합니다)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자료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전자)계산서(면세)합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택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
·기타 매출감소 증빙자료(화물 등 운수업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기본정보 입력후 서류를 업로드하시거나 사본을
준비하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질의 : 저희는 사업자등록을 2020.3월에 했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 답변 : 죄송하지만,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이 2020.2.13.이전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대표님들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 저희는 20.2.1일에 개업한 식당인데 1월 매출이 없는 경우는 어쩌나요?
- 답변 : 이 경우는 20년 2월, 3월의 매출증빙만 제출하시면 되며 매출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16 -

- 질의 : 구미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경제회복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변 : 경제회복비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

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미 등 11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중이며 경주, 영천,경
산,군위,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봉화군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시·군별 연락처 별첨)

- 질의 :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경제회복비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구미시 경제회복비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
①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②기초생활수급자,실업급여,긴급복지지원사업 수혜중인자
③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김천시 전기요금)
- 질의 : 사업별 조건과 지원한도는 어떤가요?
- 답변 : 네 김천시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2019년 총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 합산금액을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카드수수료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니 한쪽을

선택하여 신

청하셔야 합니다.

- 질의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두가지만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기본정보 입력후 두가지 서류를 업로드 하시거나
사본을 준비하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저희 진흥원이 확인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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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ㅇ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업무지원
-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일호 : 업무총괄 및 전화대응팀 지원
- 소상공인지원팀 대리 최치호 : 현장접수 및 온라인접수 지원
- 소상공인지원팀 대리 김도균 : 접수서류 작성 지원
- 경북행복경제지원센터장 안성완 : 접수창구 지원
- 일자리산업실장 이병철 : 업무총괄지원
- 기타 진흥원 지원 : 일자리산업실 등 행정요원 수시지원
-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 접수서류 작성지원 등
ㅇ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사업
- 대상확인 : 대구지방국세청 협조 진흥원 일괄처리(’19년 매출 1.5억 이하)
- 폐업사실 존재여부, ’19년 총매출액, ’19카드매출액
※ 카드수수료 지원금액 산정 : ’19년 카드매출액÷1.1×0.8%

ㅇ 구미시 경제회복비지원사업
- 대상확인 : 대구지방국세청 협조 진흥원 일괄처리(’19년 매출 5억 이하)
-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 : 2020.2.13.이전 개업
(’20.1월 대비 매출감소 증빙 불필요/ 2,3월 매출자료만 첨부)
- ’20년 1-3월 월별 매출액 증빙첨부
※ ’20년 1월 매출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 감소 50% 이상 / 균등 50만원 지급

ㅇ 김천시 전기요금지원사업
- 대상확인 : 대구지방국세청 협조 진흥원 일괄처리(’19년 매출 3억 이하)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 협조 진흥원 일괄처리
※ 전기요금 지원금액 산정 : ’20년 2월∼’20년 4월(3개월) 전기요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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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참고1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65
6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
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
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
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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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사업분류

세부업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도소매업

도박
및
게임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관련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공급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건전
문화
관련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6999) 중

주)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투기
조장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획부동산업주)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
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
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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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담당자 연락처
지역

소속

성명

연락처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최은정

054-270-2413

경주시

경제정책과

박인숙

054-779-6233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이향구

054-420-663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김익현

054-840-530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이미경

054-480-2632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김종미

054-639-6103

영천시

시장경제

권영준

054-330-6231

상주시

경제기업과

박정분

054-537-740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이재섭

054-550-6235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이경애

053-810-5113

군위군

경제과

황수임

054-380-6233

의성군

지역경제과

권수정

054-830-6232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류기성

054-870-6232

영양군

지역경제과

김승범

054-680-6322

영덕군

새마을경제팀

하인규

054-73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이현지

054-370-2264

고령군

기업경제과

이지민

054-950-6562

성주군

경제교통과

정진욱

054-930-670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장은아

054-979-6524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권슬기

054-650-6853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조강학

054-679-6272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김상준

054-789-6771

울릉군

일자리경제과

이종민

054-79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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