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안정 시책

대전시청, ☎120

□ 주요 Q&A

 Q1.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기
준일은 2020.3.24.(화)일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

 

구 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지 원 액
( 천 원 ) 300 405 480 561 633 700

가 구 수 171,768 53,335 66,006 28,641 21,375 2,411 -

   ※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중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 지원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다음 대상자는 제외

   ❶ 한시적생활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❷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 가구수는 2019년 통계청(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자료 근거로 추산

 Q2.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 액

(원/ 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 : 8,273,062원)

■ 대상여부를 경정하는 중위소득 100%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예)4인가족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는월(직장160,546원,지역160,865원,혼합162,883원)



 Q3. 지급대상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지급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급계획이며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 정
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77-1000) 조회 확인 가능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붙임

☞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홍보수단(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홍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300,000 1,757,000 59,118 13,984** -

2인 405,000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480,000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561,000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633,000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700,000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Q3-1.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 방법

예1)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4인이고 아버지가 지역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를
12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4인 지역 160,865원 이하로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은 561,000원 임

예2)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4인이고 아버지가 지역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를
120,000원을 납부하고 아들이 직장보험에 8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합산 200,000원으로 4인 혼합 162,883원을 초과하여 비대상

http://www.nhis.or.kr


 Q4. 차 상위  가 구 이나  「 정 부의  한 시 생활 지 원금 」 을 받 지 
못 한 경 우에 는  신 청 이 가 능한 가 요?

☞ 차상위 가구가 정부의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함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다음 대상자는 제외

   ❶ 한시적생활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❷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다만,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중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 지원

 Q5.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의  출 생 년 도  끝 자 리 * 를  기 준  요 일 별 로  신 청 
*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일요일(온라인만 가능) 

인터넷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4. 6.(월)10:00 ~ 5. 31.(일) 4. 20.(월)~ 5. 29.(금)

시홈페이지(www.daejeon.go.kr) 접속 안내에 
따라 신속·간편하게 접수(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요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신청접수

 ▸ 신청 후 조회·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여부 및 카드 수령 시기를 결정하고 휴대폰 문자로 안내

 Q6. 신청서류는?

☞ 인터넷 신청: 안내 문구에 따라 신청서 작성
   ❶ 자격조건(세대원수와 보험료 확인 등) ❷ 지원제외대상 확인 ❸ 가구 내 중복

지원 확인(한가구에서 대표로 한사람만 신청 가능) ❹ 본인인증(신청자) ❺ 개인정보

수집동의 ❻ 적격여부 확인 ❼ 선정대상 통지 ❽ 카드수령(동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❾ 카드사용(20.7.31까지 / 잔액 소멸 될 수 있음)

☞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



 Q7.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지급방식, 사용시한 및 사용처는?

☞ 지급방식 및 횟수: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분실시 재발급 불가)
 ▸ (사 용 처) 대전 지역내 사용(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온라인결제불가

 ▸ (사용기한) 선불카드는 2020. 7. 31.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음

 Q8.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3.30 발표)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별개 사업으로 ,

4월말~5월중 진행계획이며 중복지원 가능함 

※ 하위소득70% 이내 4인 기준 100만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온라인 신청 관련 >
 Q9.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서 함 되나요?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들어가서「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신청」메뉴창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10. 온라인 신청은 누가 가능한가요?

☞ 만18세 이상 가능,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능하고,

세대원이 신청할때는 세대주 인적사항 필요함(주민등록번호)
    * 세대주 인적사항으로 중복신청을 방지

 Q11. 온라인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방법은?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2가지만 됩니다.

* 아이핀 인증: 공공아이핀 또는 민간아이핀



 Q12. 온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온라인 신청은 4. 6(월) 10시부터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요일제로 신청. 토·일요일(모두 가능)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 온라인 신청은 5.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토·일요일도 가능  

 Q13. 신청자가 제대로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접수대기로 화면에 표시되며 시에서 접수처리를
해야 신청시스템에 접수완료로 표시됨

 * 신청자 폭주시 시에서 접수처리 기간이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후 최소 1일 후 신청시스템 화면에서 접수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Q14. 신청자가 수급대상자인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고 담당자 접수후에는 “접수완료”로 표시되고,

이후 대상자 결정이 끝나면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으로 5∼ 10일 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15. 온라인 신청 후 언제쯤 카드 수령이 가능할까요?

☞ 초기에는 신청자가 다소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7~10일 정도 걸
릴 것으로 보이고 수급대상자 결정시 동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16.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자가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소재 동행정복지센터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