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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 97.8%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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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 97.8% 넘어서
2021.10.14 조회수 274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박종석 연락처 061-659-3248

여수시민 23만여 명 지급…시비 69억 포함 577억 원 지급

여수시는 1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97.8%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시민의 84.7%인 23만 5천여 명이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4일까

지 대상자의 97.8%인 23만여 명에게 시비 69억 포함 577억 원이 지급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내역을 신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이 14만 7천여 명(64%), 선불카드 등 오프

라인이 8만 3천명(36%)을 차지한다.

시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보조 인력을 투입해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

며, 신청자가 몰린 지급 초기에는 각계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신청 안내를 도와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국민지원금 대상자 중 고령자, 중증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서 작성‧신청부터

상품권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5천여 명으로 시는 신청기간이 이번 달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미신청

시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권오봉 시장은 “신청기한 내 지원대상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국민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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