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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91

이 제도(정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부양의무자 기준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

2019년부터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복지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 수준 생계급여 지원

▣ 추진배경
- 생활수준은 어려운 실정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필요

▣ 주요내용
-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
- 복지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 수준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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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조기인상
전주시 생활복지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025

2018년까지는...

○ 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
- 최대 월 25만원

2019년부터는...



○ 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
(소득하위 20%이하) 25만원 →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20%초과~70%이하) 25만원 지급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 조기인상

▣ 주요내용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조기인상(단독가구기준 ’19. 4월부터 최대3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20%이하자 25만원 →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20%초과 ~ 70%이하자 최대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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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전주시 생활복지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81--2077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신설>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 월 65만원/ 월 60시간기준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거주시설
활동보조 등)


■ 노인일자리 확대 7,167개

○ 노인일자리 확대
(7,167개 →7,986개)

▣ 추진배경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7,167개에서 7,986개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
에게 사회참여, 민간취업·창업 등의 기회 제공
-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하여(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월 65만원/ 월 60시간 기준) 활동 지원

8 _ 보건·복지분야

장애인연금 지급액 조기인상
전주시 생활복지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025

2018년까지는...

○ 장애인연금(단독가구 기준)
- 단독가구 기준 25만원

2019년부터는...



○ 장애인연금(단독가구 기준)
- 소득하위 30%이하 : 25만원 →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30%초과 : 25만원 지급

▣ 추진배경
-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으로 소득 분배 개선

▣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지급액 조기인상(단독가구기준 ’19. 4월부터 최대30만원으로 인상)
■ 소득하위 30%이하 25만원 →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30%초과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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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도입
전주시 생활복지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5193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 등록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 1급~6급 부여
- 등급에 따른 지원서비스 결정
및 지원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장애의 정도가 심한’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
평가로 서비스별 수급자격 및 급여량 결정
※ 기존 등록장애인은 ?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추진배경
-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주요내용
-장
 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거
 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18년 6월
■장애인서비스 종합판
정도구 마련
▶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인지특성·주거환
경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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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월
서비스 제공기
준마련
관계법령 및
전달체게 정비

■장애등급제폐지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20년

‘22년

장애인
이동지원

소득·고용
지원 서
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5196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
방과후돌봄서비스는 2019년 7월 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신설>

2019년부터는...



○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 :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
- 내용 : 평생교육, 일상생활훈련, 여가 취미
등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돌봄 서비스
- 대상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 내용 : 방과 후 돌봄(교육, 여가 취미 등)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여가·취미 등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해 사회활동에 소외받기
쉬운 중증 장애인의 역량 강화
-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주간활동 서비스
• 만 18세이상 발달장애인
•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 제공(단가 12,960원)
- 방과후돌봄서비스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단가 1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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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344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신설>

2019년부터는...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후
자립지원금 지원

▣ 추진배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거와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지원

▣ 주요내용
-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1인당 500만원 내외)
-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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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전주시 여성가족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342

2018년까지는...

(신설)

2019년부터는...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 추진배경
- 2018년도 재선정 공공형어린이집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018년 재선정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관리를 위해 교육환경개선비
(소규모 수선·교재교구비) 지원(11개소)
•지원액 : 민간어린이집 3,000천원/연(4개소), 가정어린이집 2,000천원/연(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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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342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1인당 월 2만원

2019년부터는...



○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인상
1인당 월 25천원

▣ 추진배경
-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3세∼5세반 재원아동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
에서 차액보육료를 납부하게 되며, 부모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액보육료 일부
(25,000원)를 지원
※ 3세 보육료 220천원, 부모부담금 67천원/ 4세 보육료 220천원, 부모부담금 54천원/
5세 보육료 220천원, 부모부담금 54천원

▣ 주요내용
- 인건비 미지원 시설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1인당 지원액 5천원 인상
•지원액 : (기존)월2만원 ⇒(개정) 월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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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342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소득·재산조사)에
따른 선별지급(소득하위90%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지급
(5만원~10만원)
○아동수당 0~5세(0~71개월)지급

○아동수당 0~5세에게 월10만원 지급
(보편지급으로 확대)
○아동수당 ‘19.1부터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폐지, 모든수급자(만0~5세)에게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0~6세(0~83개월)까지 확대지급
(2019. 9월 시행)



▣ 추진배경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수당 보편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19.1.2)이후 시행(19.4.1)전까지 신청 조사
결정 급여 개정
- 19.1월부터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폐지, 모든 수급자(만0~5세)에게 월 10만원지급
- 19.9월부터 모든 수급자(만0~6세)에게 월 1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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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023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급시간
: 연 600시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 7,800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당 돌보미 수
당 : 7,800원

2019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급 시간
: 연 720시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 9,650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당 돌보미 수당:
8,400원
○아이돌보미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 추진배경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 경감
-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간을 확대, 아이돌보미에게는 서비스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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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모든 출생아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원
전주시 여성가족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281-2345

2018년까지는...

<신설>

2019년부터는...



○ 관내 모든 출생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

▣ 추진배경
- 자녀 출생으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기저귀, 물티슈 등) 추가발생에 대한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받는 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자녀 출생에 대해
긍정적 마인드 제고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전
 주시에 출생 신고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시기 : 출생신고 시 일시 지원
- 지원내용 : 종량제 쓰레기봉투(소각용) 출생아 1인당 10ℓ 6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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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월 13만원
○ 지원연령 만 14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월 18만원

2019년부터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월 20만원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단가
월 35만원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지원단가 : (’18년) 월 13만원 → (’19년) 월 20만원
• 지원연령 : (’18년) 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지원단가 : (’18년) 월 18만원 → (’19년) 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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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
전주시 여성가족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81-5029

2018년까지는...

<신설>

2019년부터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 무상파견

▣ 추진배경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봄.
- 일반적으로 돌보미 1명이 아동 1명을 돌보는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 방식과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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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31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한국어교육
등 각 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2019년부터는...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통역, 상담, 한국어 교육 등)

▣ 추진배경
- 전주시 외국인주민이 10,179명으로 인구대비 1.5%이상 거주하고 있어 동일공간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고충상담, 통역 등 다양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이주민+센터 필요.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교육 및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 서비스제공
⇒ 필요시 민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계(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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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포함 및
전주시 청년건강검진 보완·확대
전주시 보건행정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50-3911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
주만 포함
○ 전주시 청년건강검진
- 검진항목
기초건강검진(혈액검사, 요검사,
흉부X선검사), 정신건강 설문조사
(우울, 불안)

○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직
 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포함
○ 전주시 청년희망검진
- 검진항목
기초건강검진(혈액검사, 요검사, 흉부X선
검사), 정신건강 설문조사(우울, 불안),
금연상담, 절주상담, 체성분(인바디)검사



▣ 추진배경
- 청년들의 3苦(취업,학업,생활)문제에 따른 청년들의 5대 건강문제를 지속적이고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삶의 권리보장

▣ 주요내용
- 청년20대∼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의 국가건강검진 대상
자에 포함됨에 따라 청년들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 전주시청년건강검진의 검진항목 확대 및 선택적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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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 사업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281-6304

이 제도(정책)은 2018년 09월 20일부터 시행됩
니다.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신설>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
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치매환자의 관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지원



▣ 추진배경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의료활동(수술 동의 등), 재산
관리(복지급여 통장 관리), 사회활동(휴대폰 개통 등)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인간의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 보장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발굴, 선정, 관리
- 공공후견인 선발 및 관리·감독
- 후견심판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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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6374

2018년까지는...

○ 희귀ㆍ난치질환 894개
○ 부양의무자가구

2019년부터는...



○ 희귀질환 927개,
법ㆍ고시 조치 대상질환 24개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질환 대상을 추가하고 부양 의무자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 주요내용
- 대상질환 변경 : 희귀질환 927개, 법ㆍ고시 경과 조치 대상질환 24개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면제
1.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인 경우
2. 환자가 만30세 미만이면서,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인 경우
3. 환자가 만30세 미만이면서,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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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기준 임대료 변경
전주시 주거복지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198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4인가구 기준 208천원



○ 중위소득의 44% 이하
○ 4인가구 기준 220천원

▣ 추진배경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함

▣ 주요내용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중위소득기준 43% 이내 ⇨ 44% 이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선정기준
(단위:원)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 기준임대료 상향(4급지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선정기준
(단위:원)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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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설·교통·환경 분야
1.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2.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3. 토양오염물질 3종 추가지정 및 토양오염우려 대책기준 2종 신설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
5.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철거뿐 아니라 개량도 추가지원
6.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
7. 시내버스 회사별 고정배차 및 1일 2교대제 시행
8. 자동차등록번호판 체결방식 및 앞자리 숫자 세자리 변경
9.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전용차로 개설
10.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
11. 1회용 봉투 사용 억제 법률 개정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실

281-2071

이 제도(정책)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사고배상책임 보험가입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 승강기 사고(고장) 신고
→ 유지관리업체 책임
○ 불법운행 승강기 실태조사 주기(2년)

2019년부터는...



○ 사고배상책임 보험가입
→ 승강기 관리주체
○ 승강기 사고(고장) 신고
→ 유지관리업체 + 관리주체
○ 불법운행 승강기 실태조사 주기(1년)

▣ 추진배경
-승
 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

▣ 주요내용
-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20종)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도입
-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실태조사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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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전주시 환경위생과

281-2423

이 제도(정책)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430㎡이상

2019년부터는...



○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관계없이 실시

▣ 추진배경
-석
 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 주요내용
-연
 면적 430제곱미터 미만 어린이집은 관련 조항 시행일(2019.05.29.)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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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3종 추가지정 및
토양오염우려 대책기준 2종 신설
전주시 환경위생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423

2018년까지는...

○ 토양오염물질 21종

2019년부터는...



○ 토양오염물질 24종
- 3종(크롬,1,2-디클로로에탄,다이옥신) 추가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 추진배경
- 토양오염관리 강화를 위한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및 토양오염기준 마련

▣ 주요내용
-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기존 21종 ⇨ 24종(크롬,1,2-디클로로에탄,다이옥신 추가)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1지역

2지역

3지역

크롬

160

720

1,300

1·2-디클로로에탄

5

7

70

크롬

480

2,160

3,900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에
1·2-디클로로에탄 저장 시설 추가
※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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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
전주시 환경위생과

281-2323

이 제도(정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 유지기준 미세먼지(PM10) 100㎍/㎥
○ 유지기준 폼알데하이드 100㎍/㎥
○ 권고기준 미세먼지(PM2.5)
- 영화상영관, 학원 기준 없음
- 의료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70㎍/㎥
○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0.05ppm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라돈항목 200Bq/㎥

○ 유지기준 미세먼지(PM10) 75㎍/㎥
○ 유지기준 폼알데하이드 80㎍/㎥
○ 유지기준 미세먼지(PM2.5)
- 영화상영관, 학원 기준 50㎍/㎥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35㎍/㎥
○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0.1ppm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라돈항목 148Bq/㎥



▣ 추진배경
-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보호 강화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리강화

▣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의 측정 시기 규정 개선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강화
-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라돈 기준 강화

29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철거뿐
아니라 개량도 추가지원
전주시 자원순환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281-2653

2018년까지는...

○슬
 레이트 주택 철거 및 처리비용만
지원

2019년부터는...



○취
 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
가능

▣ 추진배경
-그
 동안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지원받아도 철거한 지붕을 개량할 여력이
없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이번 개량 추가 지원으로 슬레이트 사업 중도포기자 대폭 감소 예상

▣ 주요내용
-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 처리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 비용을 가구당 최대 302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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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
전주시 에너지전환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324

2018년까지는...

○ 보조금지원 대당 최대 18,000천원
- 국비 12,000천원 지방비 6,000천원

2019년부터는...



○ 보조금지원 대당 최대 15,000천원
- 국비 9,000천원, 지방비 6,000천원
○ 전기화물차 보조금 추가지원
- 대당 최대 35,000천원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 사용화 시대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사업명 :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보조금지원 사업
- 규 모 : 160대(승용 150 화물 10)
- 사업비 : 2,600백만원(국비 59% 도비 12% 시비 29%)
•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최대 15,000천원/대
• 전기 화물차 보조금 지원 최대 25,000천원/대
- 지원차종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단체, 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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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별 고정배차 및 1일 2교대제 시행
전주시 시민교통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978, 2170

2018년까지는...

○ 5개사 공동배차
○ 1일2교대제 시행 : 전일여객

2019년부터는...



○ 5개사 고정배차
○ 시민여객(전원), 제일여객 운전원(일부) 동참

▣ 추진배경
-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인2교대 전환이 필수조건
- 공동배차에서는 회사별 노선이 날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교대장소 정하기 어려움
- 고정배차 시행으로 운전자 숙련도 향상과 교대장소 확보 가능
-현
 행 격일제로 인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운전원 피로도 누적으로 시민의 안전 위협,
이를 1일 2교대 근무(매일 8 ~ 9시간)를 통해 해소

▣ 주요내용
- 전주시내버스 123개노선 409대 전면 고정노선 시행
· 성진여객(35개노선), 전일여객(31개노선), 제일여객(30개노선), 호남고속(24개노선),
시민여객(9개노선)
- 1일2교대 시행 : 전일여객 228명, 시민여객 78명, 제일여객 약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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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체결방식 및
앞자리 숫자 세자리 변경
전주시 차량등록과

250-8851

이 제도(정책)은 번호판 체결방식은 2019년 1월 1일 및
앞번호판 세자리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볼트체결방식의 번호판(천공)
○앞자리 숫자 두자리에서



○보조대 체결방식의 번호판(비천공)도 허용
○앞자리 숫자 세자리(자가용, 렌트)

▣ 추진배경
- 번호판을 천공과 비천공으로 구분하여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번호판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볼트체결방식의 번호판(천공) 또는 보조대 체결방식의 번호판(비천공)으로 선택
- 2019년 9월부터 신규등록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트)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자리수로 변경
볼트체결방식의 번호판(천공)

보조대 체결방식의 번호판(비천공)

비고

520mm×110mm규격의 번호판은
천공 또는 비천공 중 선택

세자리수 번호판(페인트식)

세자리수 번호판(반사필름식)

비고
○신규등록(520mm×110mm규격)
1. 페인트식은 천공 또는 비천공
   중 선택
2. 반사필름식은 보조대 체결방식의
   번호판(비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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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전용차로 개설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281-2564

이 제도(정책)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편도 3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



▣ 추진배경
- 자전거 이용자 편리성 및 보행자 안전성 제고

▣ 주요내용
-기
 린대로 등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차선은 유지한 채 차선폭을 조금씩 줄이고 측구까지
이용하여 갓길에 자전거전용차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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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
전주시 수질관리과

이 제도(정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281-6981

2018년까지는...

○상수도 정수 항목총 99개

2019년부터는...



○라돈』과 『나이트로사민류』(NDMA,NDEA)를
검사할수있는 기계를 올 하반기에 구입
○105개

▣ 추진배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제33호) 운영에 따라 미량 유해성 물질로 분류된 신규항목 추가
- 낙동강 수계에 문제

▣ 주요내용
- 『라돈』과 『나이트로사민류』(NDMA,NDEA)를 검사할수 있는 기계를 올 하반기에 구입하여
시험운영 후, 내년도 상반기부터 검사 실시
- 낙동강 수계에 문제가 되었던 과불화합물은 내년도 검사 기계구입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추가 검사함으로써 상수도 정수 항목을 총 99개에서 105개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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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사용 억제 법률 개정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836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대형마트, 165㎡이상 수퍼마켓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 제과점 1회용 봉투 사용 자유

2019년부터는...



○ 대형마트, 165㎡이상 수퍼마켓
사용 금지
○ 제과점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 추진배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 ‘18.5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후속조치 일환

▣ 주요내용
- 대형마트, 165㎡이상 수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 금지
- 제과점에서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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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난안전·산업·경제 분야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2.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4.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5.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6.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7.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281-2154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중 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내진이 확보된 공공 건축물을 확인기관
(도, 행안부)이 안전성 확인 후 안전성표
시(인증마크 부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내진이 확보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인증
기관(행안부지정)이 확인하여 안전성 인증
(인증마크 부착)
※ 대상 :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 추진배경
-민
 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당초 공공건축물에서 민간시설물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간 선의의 경쟁 유도 ⇨ 내진율 제고

▣ 주요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내진확보완료 건축물*에 인증마크 부착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완료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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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281-2154

이 제도(정책)은 2018년 10월 25일부터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
- 최대 월 25만원

2019년부터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에 포함

▣ 추진배경
- 2 018년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폭염 및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주요내용
- 2018년 7월 1일 이후 폭염특보기간 사망의 경우 재난지원금 소급대상이 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구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 [사망 1,000만원, 부상
자는 등급(1~14등급)에 따라 2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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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281-2154

이 제도(정책)은 2018년 10월 25일부터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2019년부터는...



①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②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추진배경
-사
 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

▣ 주요내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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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규     모

45개 종류
(36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56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5만㎢이상, (길이)10km이상
(면적)5천㎡이상 5만㎡미만 (길
이)2km이상10km미만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5067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전
 라북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농지에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또는 연장을
받은 자
○인
 증비용 관리비 지원단가
농가당 150천원

○도
 내 농지에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또는
연장을 받은 자
○ 인증비용 관리비 지원단가
농가당 200천원



▣ 추진배경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며, 관행농법의 회귀방지

▣ 주요내용
- 전라북도 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신규 또는 연장 인증을 받은 자
- 2018.10.01. ~ 2019.09.30. 기간 동안 인증 받은 자
- 인증비용 개별농가 기준 총 300천원 지원
→ (신청료 50천원 출장비 50천원 관리비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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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91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신설>

2019년부터는...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3개 동아리 ( 2백만원/동아리 )

▣ 추진배경
- 청년농업인 상호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 ~ 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지원내용)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등
- (사 업 량) 3개 동아리
- (사 업 비) 6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지원단가) 2백만원/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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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전주시 생활복지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025

2018년까지는...

<신설>

2019년부터는...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주행식 예초기 1대, 다용도 작업대 6대
(보조금80%, 자부담20%)

▣ 추진배경
-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
-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농작업 편의장비(주행식 예초기, 다용도 작업대) 지원
- (사 업 량) 주행식 예초기 1대, 다용도 작업대 6대
- (사 업 비) 3.3백만원(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주행식 예초기300천원/대 이내, 다용도 작업대 500천원/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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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지원
전주시 중소기업과

281-2068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신 설>

2019년부터는...



○ 여성기업에 마케팅 비용 지원
(업체당 3백만원 이내)

▣ 추진배경
- 여성 기업인의 경영 활동(마케팅) 지원하여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제품 포장, 홍보물 디자인 또는 제작 지원
- 제품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책자 제작 지원
-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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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화·민원·일반행정 분야
1.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 온라인 조회
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3.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처리결과 온라인 조회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947

이 제도(정책)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
온라인 조회 불가

2019년부터는...



○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
온라인 조회 가능

▣ 추진배경
-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복출산통합신청 처리결과 온라인 조회 서비스 시행

▣ 주요내용
- 민원인이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상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신청 후 처리결과를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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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전주시 문화정책과

이 제도(정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224

2018년까지는...

○ 1인당 연간 7만원 지원

2019년부터는...



○ 1인당 연간 8만원 지원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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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270-6419 이 제도(정책)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다중이용업소 영업자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시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제출

2019년부터는...



○ 다중이용업소 영업자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시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제출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제출

▣ 추진배경
-다
 중이용업소 영업자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이루진 후 신규 영업자가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 허가청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자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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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세제·부동산 분야
1. 지방세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2. 체납된 지방세 미납시 매월 체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 인하
3.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경감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지방세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전주시 세정과

281-2281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2019년부터는...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

○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추진배경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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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지방세 미납시 매월 체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 인하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025

이 제도(정책)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까지는...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매월 체납된 지방세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급시 납부기한을 발
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함

2019년부터는...



○ 체납된 지방세의 75/10,000 로
중가산금 비율 인하
○ 납부기한을 20일 이내로 연장

▣ 추진배경
- 시중 연체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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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경감
전주시 세정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281

2018년까지는...

○신
 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

2019년부터는...



○신
 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유상
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추진배경
-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감면요건
- (신혼부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
인 사람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소득기준)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홑벌이 경우 5,0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취득가액 기준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

▣ 추징요건
-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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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전주시 세정과

이 제도(정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81-2281

2018년까지는...

신설

2019년부터는...



○신
 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문화생활 부담 완화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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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 분야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1.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여 복지사각지
대 발생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복지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 수준 생계급여 지원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91

2.
기초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인상

○ 기초연금 지급액(단독가구기준)
- 최대 월 25만원

○ 기초연금 지급액(단독가구기준)
- 소득하위 20%이하 : 30만원
-소
 득하위20%초과~70%이하) :
25만원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025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월65만원/월60시간 기준)
○ 노인일자리 확대 7,986개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077

○ 장애인연금 지급액(단독가구기준)
- 최대 월 25만원

○ 장애인연금 지급액(단독가구기준)
- 소득하위 30%이하 : 30만원
- 소득하위 30%초과 : 25만원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15

○ 등록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 1~6급 부여
- 등급에 따른 지원서비스 결정 및 제공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
계 도입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으로 구분
- “서비스종합조사”로 서비스 결정
및 지원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15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5196

전주시 여성
가족과
281-2344

3.
사회 서비스형
노인일자리신설
및
노인일자리 확대

4.
장애인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인상

5.
장애등급제 폐지

<신 설>
○ 노인일자리 확대 7,167개

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
서비스

<신 설>

○ 주간활동 서비스(평생교육 등)
-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
(단가 12,960원)
○ 방과후돌봄서비스
-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단가 12,960원)

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신 설>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후 자립
지원금 지원
- 1인당 5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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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신 설>

○공
 공형 어린이집 (2018년 재선정)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 민간어린이집 3,000천원/연(4개소)
- 가정어린이집 2,000천원/연(7개소)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342

○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 1인당 월 20천원

○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 1인당 월 25천원 지원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342

10.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선별지급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지급
(5만원~10만원)
○ 아동수당 0~5세(0~71개월)지급

○아
 동수당 0~5세에게 월10만원 지
급 (보편지급으로 확대)
○아
 동수당 ‘19.1부터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폐지, 모든수급자(만0~5
세)에게 월 10만원 지급
○아
 동수당 0~6세(0~83개월)까지 확
대 지급(2019. 9월 시행)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456

11.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시간 : 시간제 연600시간
○ 시간당 이용요금 : 7,800원
○ 돌보미 수당 : 7,800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시간 : 시간제 연720시간
○ 시간당 이용요금 : 9,650원
○ 돌보미 수당 : 8,4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당 급
여 10,080원(돌봄수당 + 주휴수당)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023

○관
 내 모든 출생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
- 2 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
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 출생아 1인당 10ℓ 60매 일시 지원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345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2%이하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20만원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8.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9.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12.
전주시 모든
출생아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원

13-1.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신 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2%이하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13만원
○ 지원연령 : 만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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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13-2.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18만원

○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35만원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신 설>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파견
-시
 설 내 취업, 학업 등으로 양육공
백을 겪는 한부모 자녀에게 아이돌
보미 무상 파견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신 설>

○전
 주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게 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직
 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
입자의 세대원까지 포함
○ 전주시 청년희망검진
- 검진항목
기
 초건강검진(혈액검사, 요검사, 흉
부X선검사), 정신건강설문조사(우
울·불안), 금연상담, 절주상담, 체
성분(인바디)검사

전주시
보건행정과
250-3911

○ 지원대상자 발굴, 선정, 관리
○ 공공후견인 선발 및 관리·감독
○ 후견심판청구 지원

전주시
건강증진과
281-6304

14.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무상파견

15.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

16.
청년층 국가건강
검진 대상 포함 및
전주시 청년건강
검진 보완·확대

○ 20대∼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 주만 포함
○ 전주시 청년건강검진
- 검진항목 기초건강검진 (혈액검사,
요검사,흉부X선검사),
정신건강설문조사(우울·불안)

17.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 설>

1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 희귀ㆍ난치질환 894개

○희
 귀질환 927개, 법ㆍ고시 조치 대
상질환 24개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완화

전주시
건강증진과
281-6374

19.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및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상향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43% 이하
○ 4인가구 기준임대료 208천원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44% 이하
○ 4인가구 기준임대료 220천원

전주시
주거복지과
28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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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환경 분야
구분

제조업체
책임

1. 승강기
업종 세분화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종전

달라지는 내용

○ 승강기 제조업체
-유
 지관리용 부품 및 안전점검
용 장비등 유·무상 제공

○ 승강기 제조업체
-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부품 교체주기
및 가격정보 공개(추가)

○승
 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보험가입
-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의무가입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승
 강기 관리주체(관리책임자) 의무
가입

신규설치

○ 완전 철거 후 전면
재설치시에만 인정

○법
 에서 정한 핵심부품들을 리모델링
한 경우도 인정

2.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

○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 연면적 430㎡ 이상

○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 연면적 관계없이 석면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9.05.29.부터 1년이내

○토양오염물질 21종

○토양오염물질 24종
- 3종(크롬,1,2-디클로로에탄,다이옥신)
추가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3.
토양오염물질 3종 추가
지정 및 토양오염우려
대책기준 2종 신설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변경 등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미세먼지(PM10) 100㎍/㎥
- 폼알데하이드 100㎍/㎥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0.05ppm
○신
 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라돈 200Bq/㎥

5.
취약계층슬레이트
주택철거 처리 및
개량 지원

○기
 존 슬레이트 주택철거 및
처리비용만 지원
-취
 약계층의 지붕 개량여력
부족으로 중도포기 발생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미세먼지(PM10) 75㎍/㎥
- 폼알데하이드 80㎍/㎥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0.1ppm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라돈 148Bq/㎥
※ 2019년 7월 1일 시행

관계부서

전주시
시민안전
담당관실
281-2071

전주시
환경위생과
281-2423

전주시
환경위생과
281-2423

전주시
환경위생과
281-2323

○취
 약계층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 추가 지원
전주시
-개
 량 비용 최대 302만원 지원으로 슬 자원순환과
281-2653
레이트 철거 개량사업 중도포기자
대폭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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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구매 보조금 지원

종전
○ 보조금 지원 18,000천원/대
○ 보급차종 : 초소형 및 고속
승용

달라지는 내용
○ 보조금 지원 : 15,000천원/대
- 국비 보조금 3,000천원 감소
- 지방비는 종전과 동일
○ 추가지원 : 전기화물차
- 보조금 : 35,000천원/대
○ 보급차종 : 초소형, 고속승용,
화물차

관계부서

전주시
에너지전환과
281-2324

○ 시내버스 5개사 공동배차
- 123개노선 409대
○ (유)전일여객 228명

○ 시내버스 5개사 고정배차
-성
 진(35개노선), 전일여객(31개노
선), 제일여객(30개노선), 호남고속
(24개노선), 시민여객(9개노선)
○ (유)전일여객 228명, ㈜시민여객 78명,
(유)제일여객 약 90명

전주시
시민교통과
281-2978

8.
자동차등록번호판
체결방식 및 앞자리
숫자 세자리 변경

○ 볼트체결방식의 번호판(천공)
○ 앞자리 숫자 두자리에서

○ 보조대 체결방식의 번호판(비천공)
도 허용
○ 앞자리 숫자 세자리(자가용, 렌트)

전주시
차량등록과
250-8851

9.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전용차로
개설

○자
 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편도 3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 개설

7.
시내버스 회사별
고정배차 시행
및
1일2교대제 확대시행

10.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

<신 설>

○『라돈』과 『나이트로사민류』 (NDMA,
NDEA)를 검사할수있는 기계를 올
하반기에 구입
○과
 불화합물은 내년도 검사 기계구
입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가 검사
함으로써 상수도 정수 항목을 총 99
개에서 105개로 확대 실시

11.
1회용 봉투 사용 억제
법률 개정

○ 대형마트, 165㎡이상 수퍼마
켓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 제과점 1회용 봉투 사용 자유

○ 대형마트, 165㎡이상 수퍼마켓 1회
용봉투 사용 금지
○ 제과점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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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전거정책과
281-2564

전주시
수질관리과
281-6981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836

재난안전·산업•경제분야
구분

종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2.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변경

4. 친환경
농산물인증
비용지원
사업

○ 지진 안전성 표시
-내
 진이 확보된 공공 건축물을
확인기관(도, 행안부)이
안전성 확인 후 안전성표시
(인증마크 부착)

<신 설>

○사전재해영향평가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내
 진이 확보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인증기관(행안부지정)이 확인하여
안전성 인증(인증마크 부착)
※ 대상 :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전주시
시민안전
담당관
281-2534

○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포함

전주시
시민안전
담당관
281-2534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전주시
시민안전
담당관
281-5152

지원
대상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면서 도
내 농지에 친환경농산물 신규
또는 연장인증을 받은 자

○도
 내농지에 친환경농산물 신규 또는
연장인증을 받은 자

지급
단가

○ 인증비용 관리비 지원단가
- 농가수 × 150천원

○ 인증비용 관리비 지원단가
- 농가수 × 200천원

전주시
친환경농
업과
281-5067

<신 설>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지역 내 청년농업인 상호간
네트워킹 비용지원

전주시
친환경농
업과
281-5091

6.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신 설>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주행식 예초기, 다용도작업대)지원

전주시
친환경농
업과
281-5091

7.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신 설>

○ 여성기업 마케팅 비용 지원
-카
 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 (업체
당 3백만원 이내)

5.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전주시
중소기업과
281-2068

61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민원·일반행정
구분

종전

1.
「행복출산통합신청서
비스」처리결과
온라인 조회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
다중이용업소 허가
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온라인 조회 불가

○ 1인당 연간 7만원 지원

○다
 중이용업소 영업자 변경
또는 지위승계신고시
-화
 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
본 제출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행
 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온라인
조회 가능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947

○ 1 인당 연간 8만원 지원 21년까지
1인당 연 지원금 10만원으로
단계적 상향 계획

전주시
문화정책과
281-2224

○다
 중이용업소 영업자 변경 또는
지위승계신고시
-화
 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제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제출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270-6419

세제·부동산 분야(세외수입)
구분

1.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
2.
체납 지방세
미납시
매월 체납세
가산
징수
중가산금
인하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신 설>

○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
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
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전주시
세정과
281-2281

중가산금
○ 12/1,000
비율

○ 75/10,000 로 인하

독촉납
부최고
기한

○발
 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연장

전주시
세정과
281-2281

○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3.
신혼부부 감면지원

<신 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
한 취득세의 50%를 2019.12.31.까
지 경감

전주시
세정과
281-2281

4.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신 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
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전주시
세정과
28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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