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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지원 종료)

사업개요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기간 : 2021. 10. 1. ~ 12. 31. * 지원금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지원대상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여수시내 소재 1인 자영업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지원내용

지원방식 : 고용·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 지급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등급별 부과액의 50% 지원

고용보험 : 1~7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산재보험 : 1~12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지원조건 : 3개월분 한시 지원

기존 가입자 : ’21. 1.∼ 12월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규 가입자 : ’21. 10.∼ 12월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긴급민생지원 분야 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 분야 기타분야

민생지원 Q&A

 >  >  >  > 정보공개 시민관심정보 코로나 19 관련 긴급민생지원 안내 긴급민생지원 분야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10인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코로나 상생지원금 전남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전 지원 사업
2021 2차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체육시설]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노래연습장]사업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회적거리두기 중점관리 지원금 아동수당지원(양육 한시생활지원)
한시적긴급복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무급휴직노동자 고용안정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 직업훈련생지원 친환경농산물 가족꾸러미지원
보육시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지원

긴급민생지원 분야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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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1. 10. 1. ∼ 12. 15.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 방문, 우편, FAX, E-mail 등
제출서류

1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4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의 고지연월로 발급한 ‘사업
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 매월 말 또는 3개월분 일괄 지급
지급방법 : 자영업자 계좌 입금

지원절차

     

문의처

여수시 지역경제과 ☎ 061)659-3617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

신청인→시·군

지원자격
확인

시·군

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자료 송부

전남도→시·군

보험료
지원

시·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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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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