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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개요 (지원 종료)

신청방법

온 라 인 : (6. 1. ~ 7. 20.) 홈페이지 및(covid19.ei.go.kr) 모바일에서 신청 원칙
오프라인 : (7. 1. ~ 7. 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업내용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
용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
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
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감소요건)
‘20. 3 ~ 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 (’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 12. ~ ’20. 1월, ‘19. 3. ~ 4월 중 특정월
)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수준 이상 감소

25% 이상 감소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
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 3 ~ 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 하는 경우

총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월 50만원 × 
3개월 = 총 1
50만원 지원

영세 자영업자
‘19. 12. ~ ’20. 1월에 자영업
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
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
0.3.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긴급민생지원 분야 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 분야 기타분야

민생지원 Q&A

 >  >  >  > 정보공개 시민관심정보 코로나 19 관련 긴급민생지원 안내 기타분야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기업세금납기연장지원(세관) 코로나19피해납세자 국세지원(세무서)
코로나19피해납세자 지방세지원(여수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여수시) 고용보험3개월납부유예(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3개월납부유예 6개월간30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관련 국민연금보험료3개월납부예외(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고용유지 지원금특별지원(고용노동부)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국유재산사용료인하
코로나19극복 영농지원 재난지원금(바우처)

기타분야

(http://www.yeosu.go.kr)

/www/pubinfo
/www/pubinfo/announce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stable_support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public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businessman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company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public_support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customs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tax_office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local_taxes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health_insurance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property_tax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employment_insurance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Occupational_health_insurance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pension_public_corporation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special_support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stable_support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small_business
/www/pubinfo/announce/covid_emergency_notice/covid_emergency_others/support_on_farming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7 천만원 이하

세부 지원대상, 자격요건, 중복수급 관련 등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중복수급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 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제출서류 : 붙임서식 참조

신청인 기본정보(공통제출)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약서

기타 증빙자료

지원자격, 소득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문 의 처

고용노동부전담 콜센터(☏ 1899-4162)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서식

(http://www.yeosu.go.kr)

https://covid19.ei.go.kr/
/contents/5200/small_business_202005_01.hwp
/contents/5200/small_business_202005_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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