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➊ 대상

➋ 내용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7만 400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64만 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만 500원 이내

(4인 기준)
최대 6회

22│생계 지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책자 18p)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체류 외국인(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급여·

장제급여,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본책자 22p)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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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했나요?│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