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
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

서구청 일자리경제실 ☎ 288-2410

 Q1. 지원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
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Q2. 지원내용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23.~3.31. 기간동안 무급휴직일수 기준 일 최대 2.5만원, 최대 25일
(62.5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
할 자치구(행정복지센터)에 제출(다만, 사업주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  

   * ①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 ②무급휴직 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또는 법
인등기부등본), ④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 서류, ⑤근로자 명의통장 
사본, ⑥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⑦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Q3. 시 지원‘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은?

☞ 시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로, 시 지원금 지급시기 이전기간 동안에 
대한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ㆍ프리랜서 등 지원 가능함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구분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 0 0 % ( 원 )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가구수 53,335 66,006 28,641 21,375 2,411 -
지원액(천원) 300 405 480 561 633 700

  *행복e음시스템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가능



 Q4. 특별지원금 신청 및 지원기간은?

☞ 특별지원금(무급휴직, 특고ㆍ프리랜서) 신청서 접수시 지원기간을 ‘20. 
2. 23. ~ 3. 31. 까지 일하지 못한날(노무미제공)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함(최대 25일/62.5만원)

   *시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시기(‘20.4.6.)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방안 및 사업비 부족 등 / 국비 추가지원은 없음

 Q5. 법인 택시기사처럼 일은 하였으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일은 
하였으나 매출이 감소된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은 안됨

 Q6. 5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에 지원 함
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 접수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Q7. 지원금 지급은 현금으로만 가능한가요?

☞ 특별지원사업 ①~③유형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는 지급 불가함

 Q8. 1일 노무제공시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적용 대상은?

☞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됨(특고ㆍ프리랜서 지원대상은 노무제공 시간
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무급휴직 근로자 근로시간 지원기준(예)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 일 2.5만원 / 월 최대 50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 일 1.25만원 / 월 최대 25만원



 Q9. 본 사업외 다른 지원제도는 없나요?

☞ 고용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

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모든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3.25. 고용부 발표)

     ⇒ 사업부서 : 대전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과 ☎042-480-6018, 6021)

☞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생계유
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ㆍ휴직 노동자, 특고ㆍ프리랜서 등에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서 요건 충족 저소득층에게 가구원수를 기준*으
로 지원 제도 마련(4.6.부터)  

     *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한시생활지원제도’도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를 대생으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개월간(4.~7월) 시행

      * 1인가구 기준(40~52만원) 상당

   ⇒ 사업부서 : (총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 긴급복지지원) 

                                                 (☎044-202-3052 /한시생활지원) 

               (사업수행) 자치구별 복지관련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042-000-0000)

☞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
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4.1.부터)

    ⇒ 사업부서 : (총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9) 

         (사업수행)대전고용복지+센터(취업성공패키지과 ☎042-480-3928, 3965, 6000) 

 

☞ 또한 시에서 추진중인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제도도 있음(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