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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2.3.16. 이후 격리자 기준)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지원기준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가구 단위 신청 · 지급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소득 기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지 확인

기준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적용시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단, 입원 · 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원기간) 확진자를 중심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으로 함(즉,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

 (지원금액) 인당 10만원, 2인이상 가구 15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첨부서식)

격리통지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첨부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격리통지서가 없는 경우, 또는 격리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팀 061-339-4741~4745이나 재택치료팀 061-

339-4900(상담센터) 에 연락하여 격리통지서를 문자로 받은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일일상황보고 예방접종현황새창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예방행동수칙 관련Q&A새창 입국자 검사절차

심리지원안내 재택치료 안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선택됨)

 >  >  > 분야별정보 복지/보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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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www/field_info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living_expenses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today
https://www.naju.go.kr/ybscript.io/COVID/templet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clinic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prevention
http://ncov.mohw.go.kr/faqBoardList.do?brdId=3&brdGubun=34&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entr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psycholog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hom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living_expenses


문의사항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 : 061-339-850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다운로드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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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contents/8094/living_expenses.hwp



	목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사업 개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제외 대상

	신청방법
	문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