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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에서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요청 - 지급대상 여부, 신청·사용기한 등 국민지원금 정보 사전 안내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9월 5일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

○ 국민지원금 알림을 발송하는 9월 5일 이후에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선택한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가구구성 변경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비서」가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해준다
□ 또한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 신청기한, ▴ 사용기한도 미리 알려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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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신청기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에게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 연말까지 국민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인 11월 30일과
일주일 전인 12월 24일에 사용기한을 안내한다.

□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 모바일 앱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

등을 통해 본인

인증하여 요청할 수 있다.

* 통신사PASS, 카카오톡, KB국민은행, 삼성패스, NHN페이코 인증서 등 5종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백신접종

·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 범칙금 납부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 지난

월

3

29

일 개통 이후 9월 2일까지 약 650만 명이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1억 5천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였다.

※△
37,465,065명 신청, 151,146,781건 발송 △
6,589,968명 신청, 1,400,730건 발송 △
5,778,714명 신청 (9.2. 기준)
(백신접종 예약정보)

(생활정보 7종)

(국민지원금 정보)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국민비서」가 코로나 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
예약정보에 이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정보까지 안내하게 되었다 며
○ 「국민비서」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알려주는

19

”

,

“

대폭 개선한 혁신행정의 대표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더
많은 행정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

붙임 1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사업 개요

< 핵심사항 >
‣ (요청기간) ’21.8.30.(월) ~ ’21.12.23.(목)
‣ (요청방법)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 방식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문자메시지 중 선택
‣ (서비스 내용‧일정)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간‧사용기간 안내(9.5.∼),
신청기한 안내(10.22.), 사용기한 안내(11.30., 12.24.) 등

□ 개요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

,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

※ 국민비서 알림을 요청한 국민에게만 안내 가능
□ 요청방법

○

(모바일 앱)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에서 알림 요청

※ 네이버(초기화면 검색창 하단 광고), 카카오(카카오톡 #코로나19, 다음 초기
화면 배너), 토스(푸쉬 알림) 등 홍보매체 활용

○ (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

등으로 본인인증 후 알림 요청

* 간편인증은 통신사PASS, 카카오톡, KB국민은행, 삼성패스, NHN페이코인증서로 가능

□ 알림내용
구분

대상자 여부
(9.5.일)

지급액 변경
(9.6.월∼12.4.토)

지급 신청기한
(10.22.금)

이의신청 등에 따라
국민비서
지원금 미신청자
대상
가구구성 변경없이
알림서비스 요청자
(지급대상자)
지급액이 변경된 자
알림
내용

사용기한
(11.30.토 / 12.24.금)
지원금 미사용자

대상자 여부, 금액, 기존금액, 변경금액,
신청기한(10.29.금) 사용기한(12.31.금)
신청기간ㆍ방법,
신청기간ㆍ방법,
(1주전)
(1개월전/1주전)
사용기한ㆍ지역 등 사용기한ㆍ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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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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