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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업장·근로자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개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요건

○ 지원직종
  -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신청일 기준 안양시민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코로나19 “심각” 단계(‘2020.2.23.) 이후 
   1)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2)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기간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2개월)
○ 20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시 마감)

지원내용

○ 코로나19 “심각” 단계(‘2020.2.23.) 이후 
   1)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시 월 50만원 정액 지급
   2)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자
      ⇒ 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
 ※ 적용시점 : 2020. 2. 23.부터
   (1차분 지원액부터 적용, 1차분을 기 지급한 경우 5월중 차액분 소급 지급)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종료)

  - 1차 신청 : 2020.2.23. ~ 3.31. 해당분 → 4.8.(수)~4.20.(월)까지

  - 2차 신청 : 2020.4. 1. ~ 4.30. 해당분 → 5.1.(금)~5.11.(월)까지

※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 안내

○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접수 및 문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안양고용복지+센터(☎031-463-0700)

담당부서

(☎문의)
일자리정책과 (☎ 031-8045-5813~5816)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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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안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①가구소득 중위 100%이하 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감소 25%이상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인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영세 자영업자 등

  ②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2억원)

    이면서 소득·매출감소 50%이상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특고·

    프리랜서·무급휴직자·영세 자영업자 등

(지 원 금)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150만원 한도)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예정

(접수기간) 2020. 6. 1. ~ 7. 20.

(접수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양고용복지+센터 ☎031-463-070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1350.moel.go.kr/home/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http://www.moel.go.kr
http://1350.moel.go.kr/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