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가이드

서울시민 대상

(2020. 5. 6. 기준)

1 전국민

100%
2 중위소득
이하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서울시

· 대상 전국민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4,749,174원)

·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 내용

상이(4인 이상 가족 10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원 지원

· 문의·신청
행정안전부 콜센터(2100-3399)

· 신청기간 2020.3.30∼5.15

긴급재난지원금.kr

· 문의·신청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복지포털

주소지 동주민센터

(wis.seoul.go.kr)

3 갑작스런 위기상황

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앙정부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서울시

· 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 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요건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요건 소득 :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 188백만원 이하(대도시)

재산 :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 문의·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기초생활
차상위수급자
및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 문의·신청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아동수당 수급자

6 노인일자리 참여자

특별돌봄 소비쿠폰 지원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기초생활 및 차상위 수급자

· 대상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

· 대상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 내용 4인 기준 108~140만원 상당

· 내용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소비 쿠폰 지원
·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소비 쿠폰 지원

공익활동 참여자
· 내용 급여 중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시 5.9만원 추가 지급

·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가이드

서울지역 노동자 대상(1)

(2020. 5. 6. 기준)

일자리
1 실직으로
를 잃은

부당
2 코로나19로
한 대우
를 받은 경우

경우

실업급여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 주체 서울시
· 대상 서울시 거주 노동자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노동자
· 내용 노동상담, 권리구제 지원
* 권리구제 지원은 월 280만원
미만 노동자
· 문의·신청 서울노동권익센터,
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다산콜센터(120)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수급 요건 확인)
· 내용 1일 최대 66,000원
· 문의·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유급휴직·휴업중

4 중5일 이상 무급휴직

인 경우

인 경우

휴업수당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 주체 서울시
· 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 노동자
· 요건 심각단계(2.23)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내용 월 50만원, 2개월간
· 문의·신청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처

· 주체 사업주
· 의무
회사의 사유로 휴업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지급 의무
· 내용 평균임금 70% 이상

5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건설노동자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건설근로자공제회

· 대상 소속사업장 6개월 이상

· 대상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 대상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근속노동자

근속노동자

① 정규직 : 월 388만원 이하

① 정규직 : 월 388만원 이하

② 비정규직, 특고 : 소득요건 미적용

② 비정규직, 특고 : 소득요건 미적용

· 내용 1,000만원 내 임금감소액
융자 (이자율 1.5%)
· 문의·신청 근로복지넷,

· 내용 최대 200만원(이자율 1.5%)
· 문의·신청 근로복지넷,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
· 내용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 문의·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가이드

서울지역 노동자 대상(2)

(2020. 5. 6. 기준)

6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을 하고 있는 경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

· 대상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청년 중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신청가능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내용 월 50만원, 최대 3개월

· 내용 월 50만원, 6개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문의·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청년센터

입원·격리되어
7 코로나19로
무급휴가중

인 경우

코로나 생활비 지원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

8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무급휴가를 간다면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노동자
· 내용 기업규모와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 내용 4인 가구 최대 123만 원

* 임금감소보전금 최대 60만원,

· 문의·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간접노무비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을 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 내용 부모 각각 1인당 10일간,
1일 5만원(최대 10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대 8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인해
9 코로나19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큰 경우
서울형 노동자 심리상담
· 주체 서울시
· 대상 코로나19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모든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
· 내용 전문상담사 전화상담
· 문의·신청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722-2525)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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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가이드

서울지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0. 5. 6. 기준)
및 프리랜서 대상

일감이 줄어든 저소득
1 특고·프리랜서

25% 이상 감소한
2 소득특고·프리랜서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주체 서울시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고·프리랜서
① 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② 심각단계(2.23) 격상 이후 일감 또는 수입
감소(세부요건 확인)
· 내용 가구당 50만원 현금 지원
· 문의·신청 다산콜센터(120)
노동정책담당관
(2133-5412, 9502, 9503)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①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②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세부요건 확인
· 내용 총 3개월분 150만원 지원
· 일정 사업공고(5.18-31) -> 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
신청·접수(6.1-7.20) * 일정 변경 가능

3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필요

한 경우

4 구직 및 훈련

을

하고 있는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산재보험 적용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요건 미적용)

· 내용 월 50만원, 최대 3개월

· 내용 생계비 융자(이자율 1.5%)

· 문의

· 문의·신청 근로복지넷,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부담되는
5 사회보험료가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1인 자영업자, 특고, 30인 미만 사업장
· 내용
① 산재보험 3개월납부기한 연장, 6개월 30% 감면
② 국민연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 콜센터(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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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가이드

서울지역
중소사업주 대상(1)

(2020. 5. 6. 기준)

2억원 미만
1 연매출
영세 사업주

2 무급휴직한 직원

이

있는 경우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무급휴직 지원금

· 주체 서울시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 대상

① 업력 6개월 이상

① 특별고용지원업종 :

② 유해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

30일 이상 무급휴직자, 유급휴직 조건 없음
② 일반업종 : 유급휴직 1개월 후,

· 신청기간 2020년 5월~6월

무급휴직한 경우

· 내용 월 70만원씩 2개월

· 내용 월 50만원, 3개월간

· 문의·신청
다산콜센터(12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3 유급휴직한 직원

이

있는 경우

· 문의·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4 일자리안정자금
선정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중앙정부

· 내용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선정

최대 90% 지원

사업주

(최대 1일 66,000원)
· 문의

· 내용 3월부터 4개월간 기존
지원금에 4∼7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원·격리
5 코로나로
된 직원에게
유급휴가
를 준 경우

유급휴가지원비

인해
6 코로나로
직원이 가족돌봄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 워라밸 지원금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코로나로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경우
· 내용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유급휴가 기간
· 문의 국민연금지사 소재지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이를 허용한 사업주
· 내용 기업규모와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감소보전금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8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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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7 코로나19
사업장에 방문

위기에 대응이
8 장래
필요

한 경우

부담되는
9 사회보험료가
경우

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지원

서울지역
중소사업주 대상(2)

사회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서울형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 주체 서울시

· 주체 서울시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 노란우산 위기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제상품

· 내용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 내용 휴업기간 5일간 발생한 임대료 및

①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대상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주

인건비 지원, 최대 195만원

②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6개월 30% 감면

· 내용 납품금액 중 월 2만원 1년 지원

· 문의 서울시 경제정책과(2133-5427),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문의

자치구 지역경제화

국민연금 콜센터(1355)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1 임대료가 부담되는 중소사업주(1)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경우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혜택 제도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서울시

· 주체 서울시

·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 대상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 대상 2020. 2.~7. 사이 임대료 인하 합의한

임대사업자

9억원 이하 점포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 내용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 시,

· 내용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신청방법 2021년 사업 공모시,

방역,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자치구 경유하여 신청

· 신청기간 2020. 4월 이후

· 신청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 문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세액공제 신청

전통시장
· 내용 2021년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선정

(2133-5158), 자치구 일자리경제과

· 신청기간 2020. 3월말~4월
· 문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33-5542)

- 2 임대료가 부담되는 중소사업주(2)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 재산 및 출연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주체 중앙정부

· 주체 서울시

· 대상 5인 미만 소상공인. 건설업·운수업·

· 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투자출연기관

제조업(광업)은 10인 미만
· 내용 정부소유임대는 재산가액의 3%→

내 소상공인 임차인(평균매출액 50억
이하, 음식점업 10억 이하)

1%로 인하. 공공기관임대는 협의에 따라

· 내용 임대료 6개월 간 50% 감면

20~35% 인하

· 신청기간 2020.3월~7월
· 문의 서울시청 재산관리부서(2240-8750)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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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중소사업주 대상(3)

(2020. 5. 6. 기준)

- 1 기업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1)
10일 이내 신속 자금 필요시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 주체 서울시
· 대상 아래 두 가지 경우의 소상공인
① (확진피해기업) 확진자 방문 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격리로 영업일의
반일 이상 중단한 소상공인
② (직간접피해기업)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내용 장기저리융자 및 보증우대
· 방법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가능
① 신용재단 상담 후 지점 방문
② 신용재단 홈페이지 신청 후 전화상담
③ 시중은행 방문(재단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내용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우대사항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하여 신속
· 신청 및 문의
① 신용보증기금(1588-6565)
② 기술보증기금(1544-1120)
③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서울형 골목상권 긴급자금 지원
· 주체 서울시
·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의 소상공인
① 직전연도 연매출 2억원 이하
② 서울에서 업력 6개월 이상
③ 신용등급 1~7등급
· 내용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변동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방법 유선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2 기업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2)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개인신용등급 4~10등급의 소상공인
· 내용 1,000만원 한도 (금리 1.5%)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 전국 62개 지역센터

15% 이상 고금리로 부담시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 주체 서울시
· 대상 3개월 이상 15% 이상의 고금리
채무 상환중인 소상공인
· 내용 15%이상→2.3%로 전환.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방법 유선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초저금리 대출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아래 대상 중 둘 중 하나
① 1~6등급의 고·중신용의 초저금리
최초 신청 소상공인
② 1~3등급의 고신용의 소진공 자금
신청 후 아직 미지급된 소상공인
· 내용 1.5% 금리
①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②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한도
· 문의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사정이
- 3 기업자금
어려워진 경우 (3)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주체 중앙정부
· 지원 기업신용 1~3등급의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내용 3천만원 한도, 금리 1.5%(최대 1년)
· 신청기간 2020.12.31일까지 신청 가능
· 문의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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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동자 상담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노동권익센터

☏ 02-376-0001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6959-5255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408-5255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02-3425-8715, 8717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070-4226-8863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 02-852-7341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02-886-7900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02-458-5055

노원노동복지센터

☏ 02-3392-4905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02-395-0025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02-497-8573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02-909-3987∼3988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 02-2645-0858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496-8477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306-2226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6952-1875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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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정책 관련
주요 연락처(1)
해당 정책
긴급재난지원금

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상담센터

☏ 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복지지원금.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 / 유급휴가지원비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 소액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실업급여 / 워라밸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 제도 / 구직촉진수당 /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 고용유지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welfare.kcomwel.or.kr
건설노동자 생활비 융자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유급휴가지원비

국민연금지사

☏ 135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

☏ 042-363-7130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 1588-2588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다산콜센터

☏ 120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2133-5343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 2133-5247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2133-5158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혜택 제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133-5542

서울시 재산 및 출연기관 입주

서울시 재산관리부서

☏ 2240-8750

서울형 노동자 심리상담프로그램

서울시감정노동센터

☏ 722-2525

서울형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 1666-9988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형 골목상권 긴급자금 지원 /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가이드

(2020. 5. 6. 기준)

코로나19 지원정책 관련
주요 연락처(2)
해당 정책

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서울형

종로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48-3957, 3960

고용유지지원금

중구

중구청 합동상황실(지하1층)

☏ 3396-8131~4

용산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99-8239

성동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 2286-6386, 7800

광진

광진형 소상공인지원센터

☏ 450-7020

동대문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 2127-4920~1, 3

중랑

중랑구청1층 민원여권과 내

☏ 2094-2248~50

성북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241-3947~9

강북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 945-7933

도봉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 2091-2862, 2865

노원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 2116-3486

지역경제팀
은평

은평구 일자리센터

서대문 서대문구 일자리센터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330-1417

마포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 3153-9956~7, 9959~60

양천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620-4633, 4639

강서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 2600-1201~1204

구로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860-2157

금천

금천구 일자리센터

☏ 2627-2073~4, 2078

영등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 351-6260~5

☏ 2670-1667

동작

동작구 경제진흥과

☏ 820-9732

관악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 879-5044

서초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55-8766, 8768

강남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 3423-6748~9

송파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 2147-4926

강동

고용유지지원금 전담센터

☏ 3425-8841~4

동주민 https://univ.jinhakapply.com/ApplyV8/Wonseo/
센터

Yui/Yui924401_contact.html

/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가이드

(2020. 5. 6. 기준)

코로나19 지원정책 관련
주요 연락처(2)
해당 정책

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서울형

종로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48-3957, 3960

고용유지지원금

중구

중구청 합동상황실(지하1층)

☏ 3396-8131~4

용산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99-8239

성동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 2286-6386, 7800

광진

광진형 소상공인지원센터

☏ 450-7020

동대문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 2127-4920~1, 3

중랑

중랑구청1층 민원여권과 내

☏ 2094-2248~50

성북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241-3947~9

강북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 945-7933

도봉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 2091-2862, 2865

노원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 2116-3486

지역경제팀
은평

은평구 일자리센터

서대문 서대문구 일자리센터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 351-6260~5
☏ 330-1417

마포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 3153-9956~7, 9959~60

양천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620-4633, 4639

강서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 2600-1201~1204

구로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860-2157

금천

금천구 일자리센터

☏ 2627-2073~4, 2078

영등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670-1667

동작

동작구 경제진흥과

☏ 820-9732

관악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 879-5044

서초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55-8766, 8768

강남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 3423-6748~9

송파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 2147-4926

강동

고용유지지원금 전담센터

☏ 3425-8841~4

동주민 https://univ.jinhakapply.com/ApplyV8/Wonseo/
센터

Yui/Yui924401_contact.html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 다양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조건에 따라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기관에 꼭 문의해주세요.
⊙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