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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요 변경 내용

2014년 자활사업안내 변경 내용 요약

2014년 예산 : 5,494억원 (전년도 5,870억원 대비 6.4% 감소)

자활근로 대상자(66 → 60천명) : 4,099 → 3,828억원

  * 대상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대상자 60천명으로 조정(6천명 ↓)
희망리본(성과중심자활) 대상자 확대(10→12천명) : 223 → 277억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 435 → 483억원

  * 희망키움통장 I : 32 → 37천가구, 희망키움통장 II(차상위) : 신규 1만가구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운영(인력 30명 증원) : 87 → 95억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 613 → 529억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지원(신규)* : 6.4억원

  * ‘고용-복지센터’ 시범사업 실시(예정)

근로능력 판정 관련 기준 개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범위 확대

조건부과 제외기준 개선

(제외 대상)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 포함

자활근로사업 개선

자활근로 급여 단가 ʼ13년 대비 3.6% 인상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하고, 타 유형 전환 시 최대 

60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3년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자의 참여기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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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관리 개선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 및 관리

  - 해체 후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중앙자활

센터)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적립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의 비율로 적립

자립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기간 확대(6개월 → 1년)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현행 법령에 맞게 자활기업의 설립요건과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수급자는 1년 ⇒ 2년, 차상위자는 

3개월 ⇒ 6개월)

  -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관리대상자(참여자)가 없는 자활기업은 중앙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관리

자활기업 인정 요건 강화

  - 구성 후 3월 내 현행 월 70만원 → 평균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ʼ14년 기준 85만원)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 자활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이 준회원으로서 전국

자활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전국자활기업에 대해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자활

기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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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ʼ14.7월∼)

내일키움통장 ʻ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ʼ로 가입 대상 확대

(ʼ14.下)

희망키움통장Ⅰ 내실화

  - (민간매칭금 제도 개선) ʼ14년 이후 신규 가입가구에 대해서는 민간매칭금 

미지급

    * 단, 10∼12년 가입가구 1:1, ’13년 가입가구 1:0.5(’13년) · 1:0.2(’14년 이후)
  - (근로소득 범위 기준 조정)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급여(자활급여 등)는 근로소득에서 제외(ʼ14년 신규 가입가구부터 적용)

희망리본사업 내실화

희망리본사업 참여 대상자, 중도탈락·의뢰취소 등 규정 명확화

초기 교육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 사용 현실화

  - 실비 100만원 일괄지급 하며, 실비 중 교육비로 40만원 활용가능

기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설립 기준 완화

자활기금 창업자금 지원 요건 완화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도 창업자금을 지원 가능(한도 2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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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

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신설>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

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

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근로능력의 

판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①, ② (생략)

 ③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

증명서 첨부)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하고, 조건부수급

자로 관리

 ○ (생략)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2-129호) 별표2의 

107개 항목 희귀･난치성 질환자

  - <신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014년 기준 만

18세(1996년생) 생일이 속한 다음 달

부터 2014년 기준 만 65세(1949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①, ② (생략)

 ③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

증명서 첨부)

  - 2014년 기준 만 20세(1994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 1일 근로

능력자로 전환하고,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 (생략)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3-133호) 별표2의 

희귀난치성 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013-4호) 별표3의 중증질환자(암

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

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2014년 자활사업안내 변경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지침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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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ʻ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ʼ 제출 

･확인(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5년)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ʻ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ʼ 제출 

･확인(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5년)

사실조사

확인서
◦조사내용
구 분 확인 사항  Y  N

가구원 
간병･
보호

1~2. (생략)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요양보험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고 있다.

 ※ 서비스제공기준으로 판단하며 본
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Y”로 체크

  - <신설>

◦조사내용
구 분 확인 사항  Y  N

가구원 
간병･
보호

1~2. (생략)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요양보험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고 있다.

  ※ 서비스제공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시
간이 단축된 경우는 서비스 제
공으로 간주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
증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Y”로 체크

  - 종일 간병･보호 필요성에 대
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에서 결정

참여자 관리 ○ 자활고용팀은 3년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자는 고용부에 의뢰하여 

취업 지원 실시(3년의 산정은 2011년

부터 시작)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

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 제한 없음)하고, 다른 유형

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단, 참여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기산,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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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조건제시

유예 기준
대상자 기 준

◦시험

준비생

- 진학･취업시험준비생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인정하며, 3개월마다 증빙
서류 제출

 ※<신설>

대상자 기 준

◦시험

준비생

- 진학･취업시험준비생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인정하며, 3개월마다 증빙
서류 제출

 ※최대 조건제시 유예기간은 총 
3년으로 제한(’14.1.1일부터 
적용)

GateWay 

과정 

지원체계

(1) 예산

 ○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

하여 수행

  (중략)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70 : 30 으로 

하며, 참여자의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적극 활용

<신설>

<신설>

<신설>

(1) 예산

 ○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

하여 수행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70:30으로 함

   ･ GateWay과정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GateWay과정 

사업비로 상해보험 가입 가능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수행기관이 

GateWay 과정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실 및 교육을 실시할 장소가 부족

할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GateWay 

과정 사업비로 교육장 임대･사용 가능

  - GateWay 과정 참여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실

직자 과정 이용

   *단, GateWay과정 기간(2+1개월)이내에서만 
내일배움카드 실직자과정 이용이 가능하고, 
GateWay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직업 훈련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고용부로 이관하여 내일
배움카드 실직자과정 이용 가능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 
처리지침(별첨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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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자활근로사업

(운영)

1. 기본방향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

으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제외)

  *단, 하위 유형(사회서비스형)에서 상위 유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으로 전환할 경우 
5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계산

  *연도 중 1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연도는 
연속 3년 기간에 포함

1. 기본방향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는 참여기간 제한 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

까지 참여 가능

  ※단, 참여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기산,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자활근로 

예산

○ 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

비(수당),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

<신설>

○ 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

비(수당),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

  ※사업비는 상기 목적이외 명절선물, 업무추진비
(송년회, 회식비 등)으로 사용불가

자활급여

(자활근로

인건비)

○ ʼ13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원/인･일)

구분 시장
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근로
유지형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
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계 34,560 /
36,560 34,560 31,210 31,210 /

33,210 23,340

급여단가 31,560 /
33,560 31,560 28,210 28,210 /

30,210 20,34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

소득액(월) 820,560 820,560 733,460 733,460 528,84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ʼ1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원/인･일)

구분 시장
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근로
유지형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
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계 35,700 /
37,700 35,700 32,300 32,300 /

34,300 24,080

급여단가 32,700 /
34,700 32,700 29,300 29,300 /

31,300 21,08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

소득액(월) 850,200 850,200 761,800 761,800 548,08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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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 월차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반기중 마지막 자활급여 지급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 월차수당은 연 2회(1∼8월은 9월에, 

9~12월 12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월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고지하도록 함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 경조사기준(휴일포함) : 본인 결혼 7일, 

배우자출산 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 및 자녀배우자 

사망 2일, 형제자매 사망 2일, 입양(본인) 

14일

<신설>

- 경조사기준(휴일포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
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경조사 휴가인 경우 평일 근무일에 한하여 
자활급여(실비 제외) 지급 가능

시범(Pilot)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3) 사업추진방법

 ○ (생략)

 ○ 사업단 운영이 단기간(6개월 이내)

이므로, 시설 투자 및 임대료 등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운영 불가

(3) 사업추진방법

 ○ (생략)

 ○ 사업단 운영이 단기간(6개월 이내)

임을 고려하여 시설 투자 및 임대료 

등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되, 사업비 한도

내에서는 사업단 설치 운영 가능

도우미형

참여대상자

(1) 참여대상자

 ○ (생략)

 ○ 복지도우미 : ʼ12년 7월 1일부터 신규 

참여 불가

  ※고의적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
하여 도우미로 참여한 경우에는 ’12.7.1 
이전에 참여하였더라도 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에서 참여 배제

(1) 참여대상자

 ○ (생략)

 ○ 복지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차상위층 참여 불가
   ※고의적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도우미로 참여한 경우에는 
’12.7.1 이전에 참여하였더라도 도우미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 배제 

복지도우미형 ○ 사업규모 (중략)

○ 참여기간

○ (현행과 동일)

○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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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ʼ12.7.1 이후 복지도우미 신규 참여 

불가

 - ʼ12.7.1 이전 복지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

하고,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 ʼ12.7.1 이후 신규로 복지도우미형 자활

근로에 참여한 자는 참여기간을 1년

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 ʼ12.7.1 이전 복지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

하고,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 사업규모 (중략)

○ 참여자의 참여기간 제한 (중략)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인력으로 자활

사업 참여자를 활용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인력으로 자활

사업 참여자를 활용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
시설을 의미

 -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

하도록 함

광역자활근로

사업단

⑨ 광역자활근로사업단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단을 구성･
위탁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을 

통해 추진가능

 기본 방향 (중략)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 구성

⑨ 광역자활근로사업단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과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인 사회서비스형 자활

근로사업단

  ※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단을 구성･
위탁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을 

통해 추진가능

 (현행과 동일)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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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략)

 ○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은 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에만 해당됨

 ○ (현행과 동일)

 ○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은 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과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에만 해당됨

매출 관리 및 

절차

○ 자활기금으로의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율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이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자활기금으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

26조의 3)

<신설>

○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의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율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이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

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

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 3)

  *단, 이 경우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
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나누어 조성(중앙
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 적립)

매출적립금의 

사용

- 사용범위

○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조성

 -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

펀드로 조성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장려금의 70%를 펀드에 
적립하고, 연말 정산완료 후 100% 적립

 (중략)

○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사용

 - (생략)

 - 창업에 소요되는 점포임대,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운영자금(초기 6월간 인정)

등 사용 가능, 인건비 사용불가

 - (중략)

 - 자활기업 전환 시 필요경비와 지급가능 

금액 중 적은금액이며 창업 6월 경과 

후 정산하여 잔액은 자활기금으로 적립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생략)

○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조성

 -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

펀드로 조성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장려금의 100%를 펀드에 
적립･이체

 (중략)

○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사용

 - (현행과 동일)

 - 창업에 소요되는 점포임대,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운영자금(초기 1년간 

인정) 등 사용 가능, 인건비 사용불가

 - (현행과 동일)

 - 자활기업 전환 시 필요경비와 지급가능 

금액 중 적은금액이며 창업 1년 경과 

후 정산하여 잔액은 자활기금으로 적립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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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상기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자체 승인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다만, 권리금 등 법령에 
위반될 경우 불가)

   예) 복지부, 시․도 주관 자활박람회 등의 참가
경비 등

수익금의 

사용

- 사용범위

○ 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수익금 사용 잉여

금)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활

기업 인건비 지원시 참여자의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추가지급시 수익금 

사용 잉여금을 활용 가능

<신설>

○ 사업단 해체시 상기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수익금 사용 잉여

금)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활

기업 인건비 지원시 참여자의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추가지급시 수익금 

사용 잉여금을 활용 가능

 *이 경우, 매출적립금 중 자활기업 창업자금 
사용방법 및 기준 준용

○ 사업단 해체시 상기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적립

자립성과금 ※ ʼ13년 1월 이후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

하여 발생한 수익금부터 지급

<신설>

※ (현행과 같음)

○ 자립성과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하되 

참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분기 처음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참여*시 자립성과금 100% 지급

  *모두 참여는 사업단의 분기 실제 근무일수 
대비 병가, 결근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 한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적용(4일 이상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

   ※단, 월차는 자립성과금 지급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 분기 동안 모두 참여하지 않고 분기 

중간에 참여하거나 종료시 해당 사업

단에 실제 참여한 날이 40일 이상시 

자립성과금의 50% 지급

 - 실제 참여한 날이 40일 미만 시 자립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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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

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

으로 분기별 지급하되, 1월 15만원

(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자립성과금의 70%를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 완료 후 100% 
지급

<신설>

(예시) 자활근로사업단의 1분기 실제 근무일
수가 66일 이고 

  -참여자A가 병가 1일, 결근 1일을 사용․
발생시키고 실제 64일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분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적용
하고 자립성과금의 100% 지급

  -참여자B가 병가 4일, 결근 1일을 사용․
발생시키고 실제 61일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분기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고, 40일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자립
성과금의 50% 지급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

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

으로 매 분기 다음달에(4･7･10･1월) 

자활급여 지급 시 지급하되, 1월 15

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 자립성과금의 90% 
금액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 
금액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완료 후 남았을 
경우 1월 급여지급시 지급

   *분기별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자립성과금 10% 금액에서 매출
적립금으로 충당

 ※연도 중 사업단 종료자(연말 종료자 제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자립성과금 10%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자립성과금 분배시 참여자 각각의 지급

받을 비율을 합한 비율로 자립성과금을 

나누고

 - 나눈 금액을 참여자 각각의 비율만큼 

곱한 금액의 90%를 해당분기 다음 달 

급여 지급시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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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자립성과금이 45만원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단 참여자 수가 6명, 자립성과금을 
100% 지급받는 사람이 4명, 50% 지급
받는 사람이 1명,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1명일 경우,

  -450,000원을 450%로 나눈 금액 1% = 
1,000원

   ․ 100% 지급 대상 4명 : 10만원(1,000원× 
100%)의 90%인 9만원 지급

   ․ 50% 지급 대상 1명 : 5만원(1,000원× 
50%)의 90%인 4만 5천원 지급

매출액 등의 

자활기금 

적립

⑤ 매출액 등의 자활기금 적립

 ㅇ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

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

원의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자활기금으로 조성(기초법

시행령 제26조의3)

<신설>

5. 매출액 등의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

키움펀드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의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

하여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 3)

  ※단, 이 경우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
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나누어 조성(중앙
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 적립)

자활기업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생략)

○ 보장기관은 (중략) 자활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

 - 자활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자활

센터는 기관당 최소 3개 이상의 자활

기업 설립을 목표로 추진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활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자활

센터는 기관당 최소 3개 이상의 자활

기업 설립 및 관리*를 목표로 추진

  *이 경우, 자활기업의 관리란 “지원대상 자활
기업”으로 인정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의 관리를 의미

자활기업

(공동체) 

성립요건

(인정요건)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생략)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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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신설>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 1인 이상 사업자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의 

인정
 자활기업의 인정

 <신설>

 ○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읍･면･동 포함)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함

  -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 사업계획서(최근 3월간의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 기타 관련서류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인정(“지원대상의 

결정”)  * 주요 내용

 (1) 인정요건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

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

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전 3월의 수익금 

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자활기업 전환

후 월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되는 자활

기업이 아닌 신규로 자활기업을 구성

하는 경우에는 구성 후 3월내에 평균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2) 절차

  ○ 자활기업 중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

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①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② 사업

계획서(최근 3월간의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③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④ 

(필요 시) 기술･경영 지도 등의 지원

요청서, ⑤ 기타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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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청장은 성립요건 등을 충족

하는지를 확인하여 충족하는지를 확인

하여,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고 관리

하여야 함

  - 수리함으로써 자활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 수리 후 시･군･구청장 명의의 자활

기업 인정서를 발급하여 지자체 사업 

우선 위탁 시 증빙서류로 활용 <자활

서식 10호> 자활기업 인정서

  ○ 시･군･구청장은 자활기업의 지원

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

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시･군･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군･구청장 명의의 자활기업 인정

서를 발급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중략)

 - 매출적립금 지원시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자활기업 지원

기간 종료 후 명의 전환 가능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현행과 동일)

 - 매출적립금 지원시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자활기업 지원

기간 종료 후 자활기업 일부 부담을 

통해 명의를 자활기업으로 전환 가능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

한 날로부터 2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

(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

<신설>

<신설>

○ (현행과 동일)

○ 지원기간이 경과한 자활기업에 대해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 요건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

 - 자활기업 추가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함

 - 다만, 최초 자활기업 참여 시 수급자

였으나, 자활기업 참여 중 탈수급한 

참여자가 계속 참여 중인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

○ 보장기관 및 지역자활센터는 원칙적

으로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 동안만 관리하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활기업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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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관리 

대상자(수급자)가 없는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관리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자활기업

(2) 지원대상 자활기업

 ○ 공통기준 :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

기업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자활

기업으로서 최소한 인건비로 지원되는 

금액의 30%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

하여야 함

○ 개별기준 : 미인정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공통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활기업 전체 구성원에 대한 70만원 

이상의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

성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기관의 결정에 의해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자활기업

 ○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충족한 

자활기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자활기업

 ○ 최소한 인건비로 지원되는 금액 이상

의 수익금이 발생하여야 함

 ○ 자활기업 전체 구성원에 대해 시장

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자활기업

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기관

의 결정에 의해 지원 가능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기간 및 재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월

   -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지원일을 포함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신설>

(중략)

 ②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지원기간 :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기간 및 재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월

   -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지원일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6개월 단위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적절성 
여부를 판단

(현행과 동일)

 ②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지원기간 :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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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3월간

(중략)

(5)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 내용

  - 인건비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급여)

  - 기타 수당 등 : 주차･월차 수당, 실비

<신설>

6월간

(현행과 동일)

(5)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 내용

  - 인건비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급여)

  - 기타 수당 등 : 주차･월차 수당, 실비

  - 단, 대상자의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1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100%, (1년 초과∼2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50% 지원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초기 3개월은 100%, 이후 3개월은 50% 
지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활기업의 

의무

○ 자활기업은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전체 

구성원이 수급자 자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자활기업은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전체 

구성원이 수급자 자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시장

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이상의 수익

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7)보장기관의 

사후관리 

(p136)

○ 보장기관은 (중략) 적극 응하여야 함

 -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의 사업현황을 

취합하여 보장기관에 반기 보고

○ (현행과 동일)

 - 지역자활센터는 해당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자활기업의 사업현황을 

취합하여 보장기관에 반기 보고

자활기업 

운영 시 

유의사항

○ 보장기관은 (중략)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략) 

 - 수익금으로 구성원의 인건비 배분이 

불가능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성이 없는 자활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성 재검토

ㅇ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수익금으로 구성원의 인건비 배분이 

불가능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성이 없는 자활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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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시･군･구청장은 해당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인정 

광역자활기업

○ (생략)

○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자활

기업의 경우를 준용함

 - (중략)

 - <신설>

○ (현행과 동일)

○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자활

기업의 경우를 준용함

 - (현행과 동일)

 - 인건비 지원시 자활기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

전국자활기업

의 인정

○ (생략)

○ 2개 이상의 (중략) 보건복지부에서 인정

○ <신설>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부득이 자활근로사업단과의 연계가 필요

한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사업단도 준

회원으로 참여 가능

○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자활

기업 및 광역자활기업의 경우를 준용함

 (중략)

<신설>

<신설>

<신설>

○ (현행과 동일)

○ 전국자활기업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는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사업비 지원은 우선 자활기금에서 지급하고, 
자활기금에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자활근로
예산에서 지원 가능

 - 사업비는 전문가 사용(기업당 3명 이내), 

홍보 등 전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

○ 전국자활기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활

사업실시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전국자활기업의 회원 사업체 추가 및 

변경은 중앙자활센터 승인을 통해 관리

주거현물급여

지급방법

[ʼ13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 ʼ14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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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급여 27,000원 46,000원 60,000원 73,000원 87,000원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3,000원 추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급여 28,000원 48,000원 63,000원 77,000원 9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5,000원 추가
○ (생략)

○ 본인 부담 (중략) 실시할 수 있음

 - 단, 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의

집수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현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3년간 지원이 

제한되도록 규정

 - 단, 지식경제부 ʻ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ʼ과는 연계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재원(부처연계사업 또는 

부처 및 민간자원 연계사업)으로 시공시 

공사비 중복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중복방지를 위한 3단계 타부처간 중복여부 
확인절차

 ①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② 확정된 대상자에게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실시 전
 ③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완료 후 수혜

자 명단을 타부처 집수리사업부서로 통보

<신설>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타 부처의 집수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현물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3년

간 지원이 제한되도록 규정

 - 단, 지식경제부 ʻ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ʼ과는 연계지원 가능

 - 단, ʻ타 부처 연계지원 세부 운영방안ʼ을 

준용하여 시공할 경우 타 부처 집수리 

사업과의 연계지원 가능

  <삭제>

(4) 타 부처 연계지원 세부 운영방안

 ○ 공사기간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연계

지원 가능

  - 타 부처와의 연계 및 복합시공의 경우 

동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5일

이내 공사기간의 연결을 통해 효율성 

제고

 ○ 지자체 내 해당 부서간 공사비 중복

신청 여부 및 시공내역 교차 검수

  - 지자체 동일 부서에서 각 주거복지

사업을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부서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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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사이력 공유를 통해 중복 및 

누락 확인

 ○ 주거현물급여 공제대상 전체 규모를 

감안하여 연계 계획 수립

  - 주거현물급여 공제금액 및 주거복지

사업간의 예산 규모를 감안한 계획

적인 운영으로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 

실시

 ○ 동일 업체를 통해 시공비 절감을 도모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수업체 

활용

  - 자재비 절감을 위해 ʻ주거복지 전국

자활기업ʼ을 적극 활용하고 복수업체 

시공의 경우에도 자재나 인력활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 낭비 

방지

○ 집수리지원은 ʻ주거복지관련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ʼ을 활용

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에 따라 주거복지관련 자활기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주거복지사업단

으로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경우 민간공익단체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집수리를 실시할 수 있음

<신설>

<신설>

○ 집수리지원은 ʻ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ʼ을 활용

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추진

 -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전국자활기업을 활용하거나 민간공익

단체 및 민간사업자에 의한 집수리를 

실시할 수 있음

○ 전문시공의 경우 자격보유자(업체)에 

의해 시공되도록 관리하고, 위탁받은 

사업의 타 업체 일괄하도급은 없도록 

관리

 - 자격보유자가 없을 경우 해당 시공에 

한해 전문업체 별도 의뢰 가능

 - 일시적인 보수형태의 시공은 지양하고 

근본 문제해결을 위한 시공을 원칙으로 

함, 이를 위해 타 부처 연계 및 복합시공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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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 지원시 건설산업기본법, 석면안전관리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할 것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

○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은 210

만원으로 정함

○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은 220

만원으로 정함

사업시행주체 ○ (생략)

○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군･구는 지역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거복지관련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 위탁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 위탁

지역자활

센터의 

지정취소

(1) 지정취소 대상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

 ○ 지역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보장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 지정취소 대상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현행과 동일)

 (항간 위치 이동)

 ○ 보장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지역자활센터 

평가

○ 평가결과 활용

 2) (중략)

 *삼진아웃제 : 성과평가 결과 5년 동안 3회에 
거쳐 하위 10%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1차 
개선요구 및 컨설팅 지원, 2차 기관경고 조치, 
3차 지정 취소

○ 평가결과 활용

 2) (현행과 동일)

 *삼진아웃제 : 성과평가 결과 5년 동안 3회에 
거쳐 하위 10%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1차 
개선요구 및 컨설팅 지원, 2차 기관경고 조치, 
3차 지정 취소 등

[붙임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38조(지출의 방법) 5만원 이상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제38조(지출의 방법) 1만원 이상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붙임2]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신설> 제13조의2(정기승급) ① 자활센터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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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보수지침 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자활센터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

자로 승급한다.

[별표3] 

수당지급표

(243p)

[별표3] 

수당지급표

구분수당별 지 급 액

가족수당
배 우 자 : 30,000원
직계존속 : 20,000원
직계비속등 : 20,000원

[별표3] 

수당지급표

구분수당별 지 급 액

가족수당
배 우 자 : 40,000원
직계존속 : 20,000원
직계비속등 : 20,000원

광역자활 

센터의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주요사업

 ○ (중략)

<신설>

<신설>

 주요사업

 ○ (현행과 같음)

 ○ 시･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홍보

 ○ 시･도 단위의 자산형지원사업을 위탁 

운영

자활기금의 

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대여대상 :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대여금액 :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

에서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
군･구청장이 결정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신설>

○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대여대상 :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 대여금액 :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2천

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

장이 결정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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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활사업 목적, 추진체계 및 연혁

1 목적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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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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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혁

1961 생활보호법 제정

1974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1975 취로구호사업을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0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을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2 생활보호법 전문 개정

･ 생활보호사업에 자활보호, 교육보호 추가

･ 보호대상자를 영세민･준영세민에서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사업 실시

･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제 시행 추진

(실제 시행은 ʼ83년)

1985 취로구호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3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를 노동부 

이관하고 대상자만 추천･위탁

1994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1996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전국 5개소)

1997 생활보호법에 읍･면･동 관련 규정 신설

1998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취로사업 재추진

2000.7 읍･면･동 50개소 확대지정(ʼ99년 20 → 70개소)

2000.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제정 ʼ99.9.7)

･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실시,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적인 자활지원

2004 광역자활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ʼ04.1~ʼ06.12)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 취로･업그레이드형 → 시장진입･인턴･사회적일자리･근로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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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읍･면･동 규모별 차등지원제도 도입 시행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20억) 실시

2006 읍･면･동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자산형성지원(IDA) 도입추진 T/F 구성

2008 중앙자활센터 설립 허가 및 운영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3개소)

2009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희망리본사업 실시(2개소, 2천 명)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개소)

2010 희망키움통장(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사업 실시

지역자활센터 5개소 추가 지정(전국 247개소 운영)

2011 희망리본사업 확대(7개소, 4천 명)

희망키움통장 확대(1.5만 가구)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실시(48개 시･군･구)

2012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확대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60개소)

근로능력판정업무의 전문기관(국민연금 공단) 위탁

광역자활센터(7개소) 법적 근거 마련

명칭 변경(ʻ자활공동체ʼ → ʻ자활기업ʼ, 2012.8월)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1.8만 가구)

2013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ʻ자활인큐베이팅ʼ은 ʻGateWayʼ 로 명칭변경)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4천명 7개 시･도 → 10천명 전국)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18 → 32천 가구)

내일키움통장 도입(20천명)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7 → 10개소)

2014 희망리본사업 확대(10천명 → 12천명)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ʼ14.7월, 10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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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4년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비율
반영내역

(B-A) %

자립지원과(계) 705,091 681,013 △24,078 △3.4  
자활지원(소계) 587,056 549,428 △37,628 △6.4

 자활사업 433,459 412,444 △21,015 △4.8 -
  ▪자활근로 409,857 382,798 △27,059 △6.6 ◦대상자 60천명(6천명↓)

◦단가 3% 인상
  ▪희망리본 22,282 27,686 5,404 24.3 ◦대상자 12천명(2천명↑)

◦단가 3% 인상
  ▪자활사례관리 1,020 1,020 - -   * 전년동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지원 - 640 640 - ◦5개 시군구 시범사업 반영
(신규)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300 300 - -   * 전년동

 자활지원센터운영 61,341 52,865 △8,476 △13.8
  ▪중앙자활센터 운영 2,127 2,191 64 3.0 ◦금년대비 단가 3% 인상
  ▪광역자활센터 운영 3,003 3,730 727 24.2 ◦신규 4개소(6개월분)

◦금년대비 단가 3% 인상
  ▪지역자활센터 운영 38,810 39,974 1,164 3.0 ◦금년대비 단가 3% 인상
  ▪자활연수원 건립 

및 운영 17,401 6,970 △10,431 △59.9
◦건립비 : 4,300백만원
◦자산취득비 : 2,300백만원
◦운영비 : 370백만원

 자활사업관리 203 190 △13 △6.4 ◦금년대비 6.4% 감액
(△0.1억)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989 1,160 171 17.3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금대여
(여가부) 사업과 통합

  - 손실보전금 : 691백만원
  - 이차보전금 : 46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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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비율
반영내역

(B-A) %

 자활장려금 38,937 25,000 △13,937 △35.8 ◦지원대상 : 38 →24천명
(14천명↓)

 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3,475 48,295 4,820 11.1

◦[희망키움통장 I]
43,275백만원

  - (지원) 신규 0.5만가구
◦[희망키움통장Ⅱ]

4,820백만원
  - (지원) 신규 1만가구 
◦운영비 : 200백만원(전년동)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8,652 9,474 822 9.5 ◦금년대비 9.5% 증액

  - 인력증원 30명 반영
* 기초수급자 등이 참여하는 취업패키지Ⅰ(고용부) 10만 → 13만명으로 대상 확대

(예산 ’13년 737 → ’14년 1,1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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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

1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

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

선정 및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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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참조)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18세 미만의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자활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사업 중심으로 배치

  -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다만, 당사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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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능력의 판정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후로는 2014년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참조(2014년 상반기 개정 예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014년 기준 만18세(199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14년 기준 만 65세

(1949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적용

③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2014년 기준 만 20세(1994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하고, 조건부수급자로 관리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3-133호) 별표2의 희귀

난치성 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13 

-4호) 별표3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

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ʻ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ʼ 제출･확인

1)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되, 학업을 마칠 때까지 조건제시 유예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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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급여 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ʻ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ʼ, ʻ건강보험공단 등록확인서ʼ 제출･확인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신청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 확인

    - 기타 보장기관에서 직접 확인(의료급여 사업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이 가능한 

경우 등록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 의료급여 사업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참고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참조

(1) 판정 방법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필요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협조(진료기록 등 확인)를 받거나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

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원활한 의학적 평가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지정 ʻ협력 병･의원ʼ 활용 가능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공의료기관이나 협력병의원을 활용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이와 같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자와 그 친족 등의 신청으로 동행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동행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시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

제출된 근로능력판정 서류를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를 하던 중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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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에서는 평가대상자에게 보완 요청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안내 및 

보완된 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근로능력평가 도중 자료보완, 직접진단 또는 활동능력평가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평가의뢰가 반려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할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로 통보

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받은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것

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 구두,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

  -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재판정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

(2) 근로능력평가 방법

의학적 평가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전문 직원 및 자문위원(의사 또는 한의사)이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1단계~4단계)

    ※ 평가대상 질병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여 의학적 평가기준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

  -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2종류의 

질병까지만 평가 실시

  - 2종류의 질병 모두 의학적 단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높은 단계보다 1단계 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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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능력평가

  -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능력평가 담당자가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0점~4점) 부여

  -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능력평가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시･군･구에 요청한 경우 관련 

정보제공, 출장 동행 등에 최대한 협조

(3) ʻ근로능력 없음ʼ 판정 기준

(1차) 의학적 평가 결과 1~4단계 중 4단계에 해당

(2차)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3점 이하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3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52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44점 이하

  -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6점 이하

【참고】근로능력판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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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정 유효기간

ʻ근로능력 없음ʼ으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임

  - 다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고,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ʻ근로능력 없음ʼ으로 판정된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는 아니나 

질병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년 뒤에 실시하는 정기평가에 한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판정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자 판정 가능

   (※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처리)

(5)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시･군･구는 판정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행복e음에서 안내 대상자를 확인, 3일 

이내에 대상자 명단을 읍･면･동에 제공

  - 읍･면･동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안내

근로능력판정 대상자가 구비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의료급여

산정특례신청서 등)를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우, 행복e음에 접수･등록하고 시･군･
구로 전달

  -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판정은 신규평가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공단에 평가(정기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ʻ유효기간 초과ʼ 
대상자로 변동됨(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

(6)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

대상

  -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

절차

  -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ʻ재판정 신청서ʼ와 추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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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정을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당초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했던 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빙하는 추가서류를 갖추어야 함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근로능력평가(재평가)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시･
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불복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및 제40

조에 따라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위의 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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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의와 근로능력판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판정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음

심의대상

  1)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와 달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급자의 판정상태가 변화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 구성

  -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지자체 소속 근로능력판정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됨

  - 위원은 의료전문가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간사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심의결과 반영

  - 시･군･구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판정하고, 판정대상자에게 통지

    ※ 근로능력판정 세부 내용 :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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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부과 관리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부서별 업무 처리

업무처리 유관 부서 :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기초생활보장팀 보장결정

부서별 업무 범위

  - 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 기초생활보장팀 : 보장결정, 통지(조건부수급자 결정통지 포함)

  - 자활고용지원팀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참여

관리, 평가 및 사후관리

신규수급자 선정 관리

신규 수급자는(선정과 동시에 조건부과 여부 결정･통보) 최초 선정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에 참여 의무” 및 “상담불응시 조건불이행

으로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하여야 함

[자활서식 1호 공통서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통보서(뒷면 조건부수급자 통지내역)

조건부과 제외자의 선정

전산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의 조사 결과로 조건부과 여부 판단. 단, 기존조사 결과 

및 전산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증빙서류 요구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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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조사방법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1. 미취학 자녀(｢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학을 연기한 
자(취학유예자)는 포함하되, 취학의무 면제자는 제외

2.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
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간병 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 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

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확인서 작성
[붙임1]
- 가구원, 보육료 지원, 

서비스 이용 등은 전산
조회 활용

- 서비스 제공 기관등에 
서비스 제공확인

- 조건부과 제외의 확정은 
방문조사 확인

사실조사확인서에 “N”이 
있는 경우
※ 양육･간병･보호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사실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조건
부과제외 여부 결정

  - 대학생

기  준 조사방법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 야간대학생 포함
- 재학증명서

- 방송･통신대학생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대학생,

대학원생

  - 장애인

기  준 조사방법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직업재활실시기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
  ･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재활실시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동법 제36조)

- 해당기관에 참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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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기  준 조사방법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확인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기  준 조사방법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 행복e음의 군입대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무 확인
서를 첨부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주 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 대가로 소득이 월 6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조건부과 

제외된 자(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 자 등)은 소득신고서에 의해 본인이 신고

한 소득금액을 반영하되, 필요시 추정소득 부과(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추정소득부과기준”적용)

기      준 증빙(확인)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근로소득자(상시･임시･일용근로자), 농업･임업･어업 
･축산업 종사자, 행상･노점상, 가정내 부업 종사자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
시간 이상)이거나 주당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근로

  ※ 1월 미만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는 1월 이상 지속적인 
근로종사 여부에 대해 사후확인 철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관리망) 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결과 확인

- 주당 평균 3일 미만(1일 
6시간 이상 기준)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미만의 기간동안 22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사업 소득의 
합산액이 월60만원 이하인 
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여부 및 실제 사업 운영여부를 확인
  - 당해 사업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운

영자가 아닌 가구원의 근로 인정 가능
(※ 1인에 한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관리망) 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결과 확인

※ 사업자등록자 중 자활기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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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월에 한함)

기        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월
  * 입･제대 일의 일자와는 무관하게 해당 월을 산정2)하고,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는 2회까지만 인정
-입영 및 전역 증빙서류

◦교도소 등에서 6월(180일)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 출소증빙서류 또는
경찰서･교도소 등의
확인서류

◦보장시설(영제38조)에서 퇴소한 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 시설에 확인
◦학교졸업(중퇴)자
 -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

하는 각종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교육법제2조)

- 졸업증명서 또는 사실
확인조사서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졸업생

 ※ 학점은행제 대학생, 
대학원생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

- 입,퇴원확인서 진료
기록부, 진단서 등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 해당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2) 입대 예정 일이 5월 15일이면 4월 1일부터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제대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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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실조사확인서

※ 확인결과 어느 하나 이상의 “N”인 경우 근로가능으로 단

◦조사대상

세대주 근로곤란자 양육/간병/보호대상자

◦조사내용

구 분 확인 사항 Y N
미취학자녀 

양육
1.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양육 하고 있다.
2.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가구원 
간병･보호

1. 간병･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된다.
  ①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다.
  ② 스스로 용변이 불가능하다.
  ③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④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⑤ 질병･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2.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요양보험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고 있다.
  ※ 서비스제공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Y”로 체크

  - 종일 간병･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안내 및 결과

이용가능한 서비스 안내여부 신청의사
Y / N Y / N

※ 판정대상자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서비스명 기재

  (조사대상자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가 (□곤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 사 자  소속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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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1)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대상 : 기존의 조건부수급자(조건제시유예자포함)

조사 주체 및 주기 : 시･군･구 자활고용팀, 분기 1회

확인 내용

  ① 자활지원계획수립의 적정성 평가(취업적성평가, 조건제시유예 지속 여부 포함)

  ② 고용부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현황

  ③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자활고용지원팀은 확인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을 기초생활

보장팀에 통보하여 보장변경(유형변경) 결정 및 통지하도록 조치

    ※ 대상자의 소득변경 등 상세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통합조사관리팀에 통보하여 처리

(2) 조건부과 제외자 확인조사

대상 : 기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조사 주체 및 주기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반기 1회

조치 사항

  - 수급자의 연령･생활여건 변화 등 생계급여 제공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합

조사관리팀 조사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팀 보장 변경 및 통지, “읍･면･동 방문

상담”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단,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조건부과 제외자의 경우 해당기간 종료시 즉시 

조건부수급자로 변경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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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상위자 선정 관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부과한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소득조사”에 준용

  - 단,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기준 공제액 2.5배 적용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초공제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구분기준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도의 “시” 도의 “군”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1.04% 월 6.26% 월 100%

  - 자동차 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

인 월 4.17%를 적용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동차재산 구분’ 적용
  - 부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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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참여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결정하되,

  -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신규신청 차상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제소득이 낮은 순으로 

결정

정기확인 조사

통합조사관리팀은 차상위 참여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소득을 재확인하며, 행복e음 

정기 공적소득 조사 등을 통하여 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활고용팀에 통보

하여 참여 중단 조치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적소득 반영시 자활소득과의 중복여부 확인하여 처리

  - 자활소득으로 인한 선정기준 초과자는 3년까지 계속 참여 가능

  - 반기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3월 간 자활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보장 중지 처리 

참여자 관리

자활고용팀은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가 사업참여를 중단한 경우 즉시 통합조사관리

팀에 통보하여 보장 중지 처리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 제한 

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단, 참여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기산,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

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 고용부 사업 참여시 자활근로 이상의 소득 유지가 가능한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고용

센터 상담원 확인)에는 자활근로 재참여 제한. 단, 취업의사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경우 GateWay 과정을 거쳐 자활사업 참여 결정

  - 자활기업 참여 차상위계층이 자활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활기업 

지원기간인 3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여 관리함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28 ─ 

Ⅱ. 자활사업대상자 관리(자활지원계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4항 및 제2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1 자활지원계획 개요

개념

자활사업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능력 평가, 욕구 

및 참여여건 사정 등을 통하여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평가

  - 개별자활지원계획은 “행복e음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메뉴를 활용하여 처리

대상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희망참여자도 행복e음 통합조사표 보장결정 및 자활지원계획 내용이 있어야 자활

급여 지급 및 소득 반영, 지역자활센터 평가시 실적반영이 가능함

자활참여대상자는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에(지역자활센터 등) 배치한 사람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 참여 조치 불가

    ※ 단, 일반인 자활참여자(기술･자격자, 경력자)는 시군구 보고 후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 입력 관리

  - 자활참여자의 공제정보 및 자활장려금 지급, 인건비 지급 내역 관리(월단위)를 위해 

민간위탁기관(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반드시 월단위로 구분하여 사업단 또는 사업

유형 변경 조치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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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자활역량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지정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 근로능력 양호자 및 근로능력 미약자 등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사업 결정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봉사, 조건제시유예 등)

  - 희망참여자(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가능한 기관 및 프로그램

급여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2 조건제시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내용

조건제시 기한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추진주체 : 자활고용팀은 조건부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역량평가 및 

조건부과 내용 결정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및 불응자에 조치 절차

  ①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지서(자활서식 활용) 발송 : 7일 이내

  ② 자활지원계획 상담 절차 이행

  ③ 상담불응시 2회에 걸쳐 5일 이내 추가 통보후 불이행처리 [자활서식 3호]

  ④ 불응자 1차 안내서 : 최초 통보 후 5일

  ⑤ 불응자 2차 안내서 : 1차 통보 후 5일

    * 송달기간을 감안하여 안내서 송부
  ⑥ 최종 불응자 : 조건불이행 결정

  ⑦ 이의신청자는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 조사결과에 따라 조건부과여부 결정

  ⇒ 서류 미제출 등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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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역량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연령
(30)

18-30세 30 18-30세(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31-43세 20 31-43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44-55세 10 44-55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56세 이상 5 56세 이상(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

건강상태
(20)

양호 20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
보통 10 경질환이 있지만,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 등

보통이하 5 5-6급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등

직업이력 및
학력(20)

※ 직업이력과
학력이 다른

점수대에
속한 경우
직업이력을
우선 반영

상 20

- 최근 3년내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상위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단, 운전면허

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우)
- 대학(2년제)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0

- 최근 4~5년내 1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
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최근 1년 이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상위 자활사업에 2년
이상 참여자

- 중･고졸 이상 학력자

하 5

- 최근 3년 이내  공공근로(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등 포함) 
참여자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구직 욕구
(10)

상 10
-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예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 7 -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하 5 -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가구 여건
(10)

상 10 - 취업장애요인 없어  근로가 용이한 사람
중 7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미만으로 가구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
하 5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재량점수 10
-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등의 이유로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내에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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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인 사람(70점 이상인 사람)는 고용센터에 의뢰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70점 미만인 사람)는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 등 복지부(시･군･구) 자활사업에 배치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방법

자활담당공무원은 상담결과를 참고하여 필요시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기타 지원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활지원계획 수립

  - 참여자가 요구하거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활사례회의 운영을 

통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사례회의는 해당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회의 또는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를 
활용･연계하여 운영

  - 상담 시 지역 내 추진 중인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 자활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근로능력 정도･자활욕구･자활의지･지역여건 등을 고려

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조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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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담당공무원은 자활대상자의 취업능력 및 욕구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 의뢰

  - 실시기관은 의뢰된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활경로 설정 

및 프로그램 지정

자활고용팀은 조건부과에 대한 내용과 사업참여 결과를 3월 마다 재확인하여 유지 

또는 변경 결정

대기자 처리 방안

  -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할 자활사업의 대기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기간동안 

다른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대기자 초과로 사업 참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우선 참여 조치

참여 여건별 처리 방안

  - 통근 가능거리에 자활관련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활지원계획 수립시 그 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가구특성(전일근무 곤란), 근로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 근무 

등 활용

  - 초등학교 1~3학년 양육자, 70세이상 노부모부양자, 조건이행 기준이하 근로활동자 

등에게는 시간제 근로, 관내 자활사업 등을 제시

3 조건제시 유예

조건제시 유예자의 개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

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조건제시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군･구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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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시유예 기준

대  상  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도서지역 : 섬 안에
관공서가 없어 자활
사업 수행이 곤란한
지역

- 벽지지역 : 자활사업
을 수행할 관공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 자활사업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제시를 유예
(매년 자활지원계획을 통해
결정)

 ※ 근로유지형 등 자체사업을 추진
하여 근접거주자 등은 최대한
조건부과 실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 관련공부확인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거주지 

전입후 6개월간 조건제시유예
자로 관리하되, 희망시 자활
사업 참여 가능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관련공부확인

- 귀국 후 3년간 조건제시유예
자로 관리하되, 희망시 자활
사업 참여 가능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생후 6~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 만1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말일까지
- 주민등록 정보 확인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보육관련 지원(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자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지정받은 봉사시간이
자활사업과 중복된 사람

- 판결문
- 봉사(참여)확인서

- 봉사명령 이행 후 즉시 조건
이행 재개

◦외국인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수급자

- 행복e음자료
- 입국후 6개월까지 조건제시

유예자로 관리하되, 희망시
자활사업 참여 가능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
고 시･군･구청
장이 결정한 
사람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 전문의 또는 정신
보건전문요원 의견서

- 각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
청장 사실확인 조사서 반드시 
첨부

- 분기마다 사업참여 가능여부를 
재확인 함

단기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최대 3개월 
까지 가능)

- 의사 소견서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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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시험준비생

- 진학･취업시험준비생
 ※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인정
하며, 3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

 ※ 최대 조건제시 유예
기간은 총 3년으로 
제한(’14.1.1일부터 
적용)

1회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 도서구입
영수증 등

- 사실확인
조사서

- 시험결과 발표일까지
- 시험준비시 독학의 경우 독서

실 영수증이나 학습중인 교재 
및 학습근거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서 작성

- 매월말 출석확인서를 제출 
받아 1/3 이상 결석 시 조건
제시유예 취소

2회
이상

- 진학취업시험
준비에 한하여 
시･군･구청
장의 결정

 ※ 필요시 사실
조사 확인서 
활용

-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 또는 자활근로 참여하며 
야간 훈련 활용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
수강생

- 원칙적으로 연 1회만 
인정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야간제외)
(단, 주3일 18시간
이상인 경우)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등

- 훈련, 학원수강 기간까지
- 직업훈련을 이유로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우선 활용

-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 또는 자활근로 참여하며
야간 훈련 활용

◦20세 이상 초･
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
고･대학교 
휴학생

- 경제적 어려움 등 
가구 또는 개별여건
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사람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 추정소득 부과가능(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 재학생은 졸업시 까지만 인정
- 휴학생은 환경적응기간으로

3개월까지만 인정
◦원격대학,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 원격대학 : 방송
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 조건부과제외자 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
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사람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
이나, 연령, 가구･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

여건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 분기마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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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시군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능력 제고 및 탄력적인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자활지

원계획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

  - 자활사업 참여 효과 제고 및 관리의 일관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가능

조건부수급자 유형변경이 가능한 사유

  - 자활여건의 현저한 변화발생(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

  - 자활급여 실시 결과 자활능력 향상 등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활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

  - 조건부수급자유형 변경 요구 : 조건부수급자유형이 결정된 달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

토록 하되, 정당한 사유인 경우 변경 가능

동일유형내 자활사업 변경 : 새롭게 조건부과된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하되, 정당한 사유인 경우 변경 가능

(고용부 프로그램의 경우 2개월)

  - 단, 대기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제시된 조건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변경 가능

자활사업의 변경 및 종료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보장기관의 결정이 있은 후 변경 및 종료가 가능하며 실시

기관의 단독적 판단에 따라 참여 중지를 할 수 없음

  - 기존 자활사업 참여종료로 인한 변경은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장기 취업지원 의뢰자 및 자활사업 부적응자 등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로 의뢰되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최초 의뢰일로부터 1년 이상) 

제공받고도 자활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GateWay 과정에 참여토록하여 자활

지원계획 재수립

     고용센터 직업상담원과 협의 후 결정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배정된 프로그램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참여를 유지 원칙으로 함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36 ─ 

  - 3개월 이상 참여한 후에도 부적응 등으로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조건부과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자활고용지원팀은 참여자, 읍･면･동 및 실시기관의 의견을 참고

하여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5 자활지원 추진 부서(담당) 및 기관별 역할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신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및 조건부과

  - 매년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 반기별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과 제외자의 확인조사

기초생활보장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4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포함) 송부

  - 자활고용팀에게 조건부수급자 결정 사실(신규선정 및 유형변경)을 통보하여 자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자활고용팀

  -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및 자활사업 지정 통보(자활서식 7호)

     불응시 상담요구 통보서(자활서식 3호)를 2회(3일 간격)에 송부 후 조건불이행 처리
  - 자활사업 위탁의뢰 : 행복e음을 활용하여 실시기관 지정 의뢰

  -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직접사업) 및 통합조사표 소득 반영

  - 조건부수급자 분기 조사 : 조건이행 여부 확인(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전체), 자활지원계획 적정성 확인, 조건제시유예자 확인 조사

  - 자활사업 참여자 전출입 관리 : 기존 참여일수, 미지급 급여 등 전출지 통보

  - 조건불이행자 결정 및 관리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Ⅱ. 자활사업대상자 관리(자활지원계획) ─ 37

희망복지지원단

  -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지원” 제공을 위한 자활사례

관리 실시(사례회의 개최)

    ※ 자활고용팀의 자활담당공무원 또는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사례회의에 참여

읍･면･동
근로능력수급자 관리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욕구 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 

자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자활고용팀에 지원 의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소득활동 장애요소 제거와 근로활동 증진을 위한 정기방문 

상담 실시

방문상담 강화

  - 대상가구별 분기 1회 방문상담과 연계하여 통합조사팀의 조건부과제외자 반기조사 

및 자활고용팀의 조건부수급자 분기조사 협조

실시기관

사업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참여 결정 상담(고용센터는 14일 이내)

상담불응시 상담요구(2회에 걸쳐 5일 이내, 자활서식 5호)

사업참여 결과 통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워크넷을 통해 행복e음 전송)

매월 자활소득 및 조건이행 여부 통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워크넷을 통해 

행복e음 전송)

자활사업 실적보고

자활사업 실적(기존 반기보고 등)을 행복e음을 통해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평가 및 지역자활센터 평가에 반영 추진

  ※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는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참여자 및 사업단 등 자활사업 
정보에 대해 정확한 입력 및 관리 철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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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활사업 참여 결과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1 자활사업참여 결과 확인

처리방법

대    상 : 참여자 전체(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조건이행여부 반드시 포함)

처리방법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읍･면･동 등)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 행복e음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로 

조건이행여부 및 자활근로소득 등을 통지

처리시기 : 해당 월의 5일 이내

  - 자활사업수행기관(고용센터 포함) : 매월

    ※ 단, 조건이행을 중도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통지

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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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조치사항

생계급여의 계속지급 또는 중지여부 결정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향후 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

조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추정

소득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추정소득 부과

2 조건이행여부 확인

조건이행 기준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사업별 조건이행 기준

  - 자활기업 : 주 3일(1일 6시간 이상) /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

  - 자활근로 : 주 3일(1일 6시간 이상) / 주 4일 22시간

(단, 근로유지형은 주 3일/15시간이상)

  - 각 사업별 초과근무 시간은 제외함

조건불이행 기준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고용부 지원 취업대상

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2･3차 통지서 송부),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확인을 통해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통보 없이 다음의 조건불이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결정

  - 사유 인정 범위 : 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 시간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

할 경우에는 제시된 사업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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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조건불이행 기준

  -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조건불이행 기준은 해당 지침 

참고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실시기관은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불성실참여자에게 불이행으로 인한 생계

급여 중지 사전 통보(서면으로 통보)

사전통보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보내역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처리 요청

불성실참여로 인한 사전 통보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불이행 처리

(단, 기존의 불이행사전통보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고)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결정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 불이행 처리 

  -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보시 자활고용팀은 조사결과에 따라 행복e음 전자

결재 처리

  - 조사시 실시기관의 의견 및 불이행 사전통보 실시 여부 등 확인, 필요시 조건부

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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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및 중지액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시･군･구청장 결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3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까지 계속 급여 중지

  -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함(3인가구 →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1인가구 생계급여 

전액 중지)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그 조건을 이행(자활사업 참여)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재개

  - 실시기관의 장은 조건이행을 재개한 경우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통지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통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조건불이행자 관리

시･군･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의 조건불이행률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유난히 
조건불이행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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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4.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별첨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별첨2>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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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활사례관리

1 자활사례관리 개요

개념

(자활사례관리) 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의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

(GateWay)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

  - 배치된 참여자의 상담, 기초교육, IAP, ISP 수립 과정으로 자활사례관리의 초기 과정

추진방향

자활사업 참여전 진입(Gateway)과정을 프로그램화하여 개인별 자립경로(Individual 

Action Plan)와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ndividual Service Plan)을 기반으로 한 지원 

실시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방향 수립을 지원하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GateWay 전담관리자,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업상담사, 고용센터 담당자,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 전담자 등의 업무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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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 및 운영

(설치) 지역자활센터내 자활사업 참여자 및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의 사례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센터 실정에 맞게 사례관리팀 설치

  - 사례관리자, GateWay 전담관리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가 배치된 60개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

(운영) GateWay,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사례관리자별로 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사례관리팀에서 통합･운영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운영 현황】

2 GateWay 과정

참여 대상 관리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희망참여자의 참여 우선순위는 기술된 나열순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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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등 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한 자

  - 기타 자활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자

참여자 관리

  - GateWay 과정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진단평가, 기초교육 및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 참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 평가하여야 함

과정 지원체계

(1) 예산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하여 수행

  - 자활근로예산에서 GateWay 전담관리자 인건비 우선 지급

  - 참여자의 인건비는 참여기간 동안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GateWay 과정 수행(상담 및 IAP･ISP 수립)을 위하여 지역

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짜에 한하여 지급하고, GateWay 과정 수행중이나 참여자가 

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날짜에는 자활급여 지급 금지

     * 참여자가 출석한 날에는 1일치 급여 지급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70:30으로 함

   ･ GateWay과정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GateWay과정 사업비로 

상해보험 가입 가능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수행기관이 GateWay 과정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사무실 및 교육을 실시할 장소가 부족할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GateWay 과정 

사업비로 교육장 임대･사용 가능

  - GateWay 과정 참여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실직자 과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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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GateWay과정 기간(2+1개월)이내에서만 내일배움카드 실직자과정 이용이 가능하고, 
GateWay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직업 훈련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고용부로 이관하여 내일배움
카드 실직자과정 이용 가능

    ※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 처리지침(별첨과 같음)

【내일배움카드 이용 절차】

내일배움카드가 아닌 개인 학습･훈련일 경우, 학습･훈련 비용의 최소 20%이상을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참여자의 교육･훈련비 본인부담

(20%)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비에서 교육･훈련비 전액 지원

    ※ 지역자활센터는 교육･훈련의 필요성,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불가한 사유 등을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은 후 사용 가능

GateWay 사업비는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 임대비용으로 사용 불가

(2)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자활근로 예산에서 GateWay 과정 전담관리자 인건비를 우선 확보하여 지급

  ※ GateWay 사업비는 참여자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고 전담관리자 인건비는 별도 책정
배치 기준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70명(위탁 계약시 계획 인원) 이상이면서 

GateWay과정 참여자가 15명이상인 경우 배치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GateWay 참여자 

15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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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않았던 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 신규 채용 불가

    * GateWay 전담관리자가 없으나,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희망키움
통장 사례관리자가 GateWay 과정을 운영하고, GateWay 전담관리자와 희망키움통장 사례
관리자가 모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명이 GateWay과정과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업무를 
통합 운영(권고 사항)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GateWay 전담관리자를 보장기관으로 파견 받아 근무
할 수 있음

(3) 사례관리회의

(목적) 사례관리사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실무자간 연계를 통해 대상자 사례관리 

효과성 증진

자활센터장(총괄), 전담관리자, 실장 및 담당 실무자로 구성

  *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서비스 연계 검토
월 1회 정기회의 진행

  - 대상자 사례관리 경과 및 특이사항 점검

  - 개인별 ISP 현실성 검토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서비스 연계 협의 등

과정절차 및 추진방법

(1) 초기 상담

지자체 의뢰 후 3일 이내 실시

참여자 접수 및 초기 상담 실시

GateWay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일정 안내

(2) 진단･평가(Assessment)

참여자의 자활역량, 욕구, 특성, 장애요인, 환경 및 자원 등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전문

상담 및 진단평가 실시 

  - 개인별 전문상담표(서식 2) 및 진단평가표(서식 3) 작성

  - 직업이력, 자활노력, 자활사업 참여과정, 희망 근로조건 등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Ⅰ. 자활사례관리 ─ 51

(3) 개인별 자립경로(IAP) 수립 및 기초 교육 실시

개인별 진단평가표에 따라 참여자 의뢰 후 1개월 이내에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

(IAP, 서식 6) 수립

참여자 의뢰 후 2개월 이내에 기초교육 실시

  - 기초 교육 과정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 교육 실시 후 교육실시보고서(서식 4) 작성

(4) 자활지원계획(ISP) 수립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IAP)에 따라 자활지원계획(ISP, 서식 7)을 수립

  - 자활센터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자활지원계획 확정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
  - 참여자 의뢰 후 2개월 이내에 자활지원계획(ISP) 수립

(단, 필요시 참여자 의뢰 후 3개월 이내에 수립 가능)

3 자활프로그램 제공(자활지원계획 실행)

GateWay 과정에서 수립한 자활지원계획(ISP)에 따라 참여자에게 적절한 자활프로

그램 제공

  -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 자활근로 사업단에 배치된 참여자가 일정기간(6~12개월) 이내에 상담 실시 및 자립

경로(IAP), 자활지원계획(ISP) 재수립

  - 취업 지원을 위한 타 자활프로그램(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

  -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업 알선, 개인 창업, 직업 훈련 등 지원

  -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장애요소 제거 등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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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 가

참여자 규모,  GateWay 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 참여자 취･창업 등 자활성공 현황, 

참여자 자립역량 향상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GateWay 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서식 9)를 매분기 작성하여 시･군･구에 보고 

  -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 목표 대비 추진 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등 평가

5 사후관리

(개념)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취･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지활동을 실시

함으로써 탈수급 촉진

서비스제공기관 및 지역 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 채용업체와의 연락체계 구축으로 취업자 근로현황 파악

  - 창업자 멘토 연계로 사업성공율 유지 모색

자조모임 등을 조직화해 모니터링의 효율성 제고

지속적인 각종 복지자원정보 제공 및 연계를 통한 탈수급 촉진

  ※ 자산형성지원제도, 창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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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 처리지침 】

Ⅰ. 추진 개요

 ʼ12년까지 자활사업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바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재직자훈련 지원

 ’13.1월부터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GateWay* 단계를 설정(2+1월), 근로제공 없이 

동 단계에서 상담, 진단･평가, 개인별 자립경로(IAP),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기초

교육을 실시

  * 붙임 개요 참고
  이에 따라 Gateway 단계의 참여자는 자활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

므로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자와 동일한 신분이므로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 지원 필요

    * GateWay단계 이후 자활근로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종전처럼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 지원대상이 아님

Ⅱ. 확인 방법

  GateWay 단계 참여여부(붙임 2 양식)

  신청자가 자치단체의 GateWay 단계 참여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면밀

하게 검토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자활사업 GateWay 단계 참여여부를 추가 확인

(붙임 3 참고)

◇ 자치단체 확인서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참여자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확인서 및 일모아시스템 등록 후 신청하도록 안내 

<복지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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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좌발급 및 지원수준 등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내일배움카드제 제도 안내, 구직등록, 동영상 시청, 훈련과정탐색 등 발급상담 

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

  * 다만, 재취업활동(2회)은 면제
    - ①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② 형식적 요건 확인, 

③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 확인, ④ 내일배움카드 교육 동영상 

테스트 등 진행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계좌발급

    - 구직자에 대해 훈련목적, 훈련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취･창업 의지가 없이 단순히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지 여부 판단

    - 성실한 훈련 참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환경적 요소, 훈련정보탐색 

충실성, 훈련직종 선정의 적정성, 취업노력, 취업계획의 구체성 등 실질적 요건 

확인

    - 훈련필요성 여부를 집중 확인하되 취업의지가 일정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직종 설계 및 훈련과정 선택 등 훈련정보 제공 

중심으로 상담 실시

    * 실시규정 및 훈련상담 매뉴얼에 기초하여 훈련필요성 판단
  지원 수준

  훈련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개인별 지원한도(2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수강 가능

  훈련직종에 관계없이 자비부담 면제

  훈련 참여

  GateWay(최대 3개월) 단계에서만 훈련에 참여 가능하며, 자활근로 개시시점에서 

계좌 사용 중지

  GateWay 단계에서 수강하던 과정은 종료 시까지 계속 참여 가능하나, 자활근로 

개시시점에서 훈련 장려금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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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Way 단계(최대 3개월) 수료 시 실업자 훈련대상이 아니므로 재직자 훈련에 

안내

  훈련생 관리

  중도탈락자 등 불성실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

Ⅳ. 행정 사항

  참여여부 확인 및 훈련상담 철저

  GateWay 단계 참여 또는 자활근로참여 여부를 확인서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자치단체 확인서 및 일모아시스템 등록 후 신청

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시행일 : ʼ13.4.8(월).부터 시행

붙임 : 1. 지역자활센터 GateWay과정 개요 1부.

2. 자치단체 참여사실 확인서 양식 1부.

3. 일모아시스템 등록 및 확인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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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지역자활센터 GateWay과정 개요

 개 념

 (GateWay과정) 지자체로부터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자활참여자의 맞춤형 자립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초기(2+1개월 이내)에 자활참여자의 상담, 기초

교육, 자립경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연 혁

 GateWay과정 이전 2009∼2012년 자활인큐베이팅과정 운영

   - 자활인큐베이팅과정은 상담, 기초교육, 자립경로, 자활지원계획 수립 외에 공동

부업 등 자활근로를 병행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O) ⇒ 내일배움카드 재직자과정 이용

 자활인큐베이팅과정이 자활참여자에 대한 상담, 자립지원계획의 수립보다는 공동

부업 등 자활근로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 2013년부터 GateWay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부업 등 자활근로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GateWay과정에서는 상담,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집중하도록 함

     ⇒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직업훈련도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Gateway과정 사업비로 상해보험 가입 가능
 과정 절차

 초기상담 → 진단･평가 → 개인별 자립경로(IAP) 수립 및 기초 교육 실시 → 자활

지원계획(ISP) 수립

 목표 인원 및 훈련예상 인원

 ʼ13년 GateWay 참여 목표인원은 3천명

 이중 10%인 3백명 이내에서 내일배움카드제 활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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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자활사업 GateWay과정 참여 사실 확인서

※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의 GateWay과정 참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군･구를 

거쳐 고용센터에 송부

◦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GateWay 과정
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 대표자 연락처 GateWay과정 참여기간

    위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의 GateWay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조 사 자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201  .     .     .

◦◦시군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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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개요

회원가입 및 사업권한 획득 로그인 및 공인인증 확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조회

1. 수행기관 담당자로 회원가입
2. 내일배움카드제 사업권한 

승인 요청
3. 기관관리자 사업권한 승인

▶ 4. 업무시스템 로그인 및 공인
인증서 확인 ▶ 5. 참여자 조회

 상세내용

 1. 수행기관 담당자로 회원 가입(하단 화면 참조)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ilmoa.go.kr)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개인/기업/수행기관/수행부처 등 4가지 회원유형 중 수행기관 선택 후 클릭

  ③ 담당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실명인증 버튼 클릭

  ④ 회원가입을 위한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관명(담당자 소속 기관) 검색이  안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연락

    * 수행기관으로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있는 담당자인 경우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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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일배움카드제 사업권한 승인 요청

  ① 회원가입 완료 후 나오는 사업권한승인요청 화면에서 부여받고자 하는 사업명을 

검색한다.

  ② 해당 목록이 검색되면 체크박스를 클릭한다.

  ③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④ 승인 요청이 접수되는 담당자 이름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신속한 승인처리를 

원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때, 담당자명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사업권한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을 시행한다.

  * 회원가입 시 사업권한승인요청을 못한 경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권한승인요청 
메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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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한 승인(기관관리자 혹은 사업관리자만 가능)

  ① 일모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업무지원서비스 배너링크 클릭

  ②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③ 마이페이지->사업권한승인요청현황 메뉴 클릭

  ④ 승인처리할 담당자 확인 후 체크박스로 선택(승인요청자가 많은 경우 상단의 

사업명, 담당자명 등으로 검색 후 선택)

  ⑤ 선택승인 버튼 클릭(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 확인 가능)

    -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승인한 경우 승인취소 버튼으로 권한 회수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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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업무시스템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로그인 이후 1회만 체크)

  ① 일모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업무지원서비스 배너링크 클릭

  ②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③ 참여자관리 메뉴 클릭

  ④ 인증서 선택 팝업창 오픈 및 본인이 사용하는 인증서(GPKI 포함)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 본인인증이 정상적이면 메인화면에서 참여자관리 클릭 시 참여자 입력 화면 

오픈

    - 본인인증 오류시 메인화면에서 참여자 관리 클릭 시 인증서 선택 팝업창 다시 

열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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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여자 조회

  ① 업무지원서비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참여자 관리 메뉴 클릭

  ② 참여자 사업이력조회 메뉴 클릭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④ 검색대상자의 사업참여이력 목록 중 확인하고자 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건 클릭

  ⑤ 검색대상자의 상세이력화면에서 희망리본참여자 유형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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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초 기 상 담 지

최    초
상담일자 201 년    월    일 상담장소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비상연락처
 ☏

 CP  (관계)     

주    소 우편번호

최종학력 (         )학교 (        )학과
□졸업  □재학  □중퇴  □기타(    ) 종교

건강상태 
건강정도  □ 양호   □ 보통   □ 허약 
질병유무  □ 유  □ 무  질병종류
장애유무  □ 유  □ 무 장애종류

직업 경력

자활사업 
참여 경력

창업 경력

자활사업 
참여 사유

기타 사항

※ 초기 상담시 GateWay 과정 안내와 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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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전 문 상 담 지

1. 상담자 일반사항

최    초상담일자 201 년    월    일 상담장소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비상연락처

 ☏
 CP  (관계)     

주    소 우편번호
최종학력 (         )학교 (        )학과

□졸업  □재학  □중퇴  □기타(    ) 종교

건강상태 
건강정도  □ 양호   □ 보통   □ 허약 
질병유무  □ 유  □ 무  질병종류
장애유무  □ 유  □ 무 장애종류

2. 가족사항 / 주거사항

혼인관계 □ 유배우 □ 별거 □ 사별 □ 이혼 □ 미혼 □ 사실혼관계(동거) 
□ 기타(         )

세대유형 □ 독신가구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자녀 □ 3세대가구 
□ 형제자매 □ 조부모+손자녀     □ 비혈연      □ 기타(    )  

보호유형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 □ 차상위   
최    초수급시기 ■ 2011년    월     일    ■ 수급기간 :     월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   □ 기타 (          ) 

가족사항(가구 수 : 본인포함      명)
성 명 연 령 관 계 동거여부 가구주여부 직업 건강상태 소득정도 비 고

○  × ○  × 상 중 하
○  × ○  ×
○  × ○  ×
○  ×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   □ 아파트   
□ 기타 (       ) 

주거소유 □ 자가   □ 전세 (       원)   □ 월세 (       )  □ 임대 (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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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상황 / 여건 (월 기준)

가계근로소득 □ 근로수입(       )만원  □ 사적이전소득(       )만원  
□ 기타(       )만원

근로소득 외 □ 공공부조(    )   □ 수당(     )   □ 자녀지원(    )
□ 연금(     )      □ 연금(     )

가계총소득
①+②

□ 20만원 미만   □ 20-50만원미만   □ 50-80만원미만   □ 80-110만원미만
□ 110-150만원 미만    □ 150-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월평균지출 (       )만원 / 주요지출내역(      )
부채상태 □ 부채금액(        )만원   □ 부채사유(                )

4. 근로상황 / 여건

근로경험 □ 유       □ 무 근로의지 □ 상  □ 중  □ 하
자활사업경험 □ 유       □ 무 참여기간 (   ) 년 (   )월

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유  □ 무 총 실업기간 (   ) 년 (   )월

구직등록이전 개인구직활동  □ 이력서제출 □ 취업면접 □ 직업능력습득 
 □ 교육기관진학 □ 無

자격증유무 □ 유       □ 무 자격증명 
 최근 5년 취업경력(총    회, 근무기간     년    월)

근무기간 직장명 직종 직무내용 고용형태 급 여 기 타  
-
-
-

최근5년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총    회), 자활사업 제외한 지자체 중앙 지원사업
참여기간 사업구분 소관부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종결사유 

-
-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66 ─ 

최근5년 직업훈련이력(총    회)
교육기간 훈련기간명 프로그램내용 이수여부 중단사유  

-
-

최근 5년 창업경력(총    회)  

사업기간 상호명 업종 사업
내용

폐업
사유

창업지원기
관명

매출액
(월만원)

-

사례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지원 

□ 기술교육   □ 근로동기교육 □ 자격증취득교육   
□ 기타 (            )

복지서비스
연계 

(근로여건
조성)

□ 자녀문제(양육, 돌봄 등) □ 부채문제(신용회복, 파산 등) 
□ 부양문제(간병 등) □ 주거문제(임대주택 등)
□ 정신건강(우울, 알콜 등) □ 이동/교통문제
□ 의료문제(질병, 신체장애) □ 기타(          )  

취업지원 □ 취업기술(면접기술, 서류지원 등) □ 동행면접 □ 직장체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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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의견 ※ ① 공란없이 기입 ② 칸의 크기는 임의 수정가능

상담내용
(상담자
의견)

□ 심리적인 면

□ 사회적인 면

□ 신체적인 면

□ 경제적인 면

상담결과 □ 취업  □ 창업  □ 교육  □ 사회서비스(       ) 
□ 전문기관 연계(         )

supervisor
의 견

상담자 소속부서 상담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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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진단･평가표(Assessment)

대상자명 사정 일시 담당자 (인)
영 역 내 용 평가기준 배점기준 평 가 비 고

개인적 상황
(55)

연 령
(10)

34세이하 10
35세 ~ 44세 8
45세 ~ 55세 6

56세 이상 2
근로의지

(10)
상 10
중 5
하 0

학 력
(5)

제4직능 수준(~ 대학, 대학원교육 수준) 5
제3직능 수준(~ 고등, 기술교육 수준) 4

제2직능 수준(~ 중등교육 수준) 3
제1직능 수준(~ 초등교육 수준) 2

근로능력
(5)

8시간이상 근로가능 및 비장애 5
4시간 이상 근로가능 3
4시간 미만 근로가능 0

질병정도
(정서심리)

(10)

질병 없음 10
단기치료(3월 이내)가 필요한 질병 8
장기치료가(6월 이내) 필요한 질병 6

만성질환(6월 이상) 0

경력단절
기간
(10)

1년 이하 10
2년 ~ 3년 8
4년 ~ 5년 6
6년 이상 4
경력 없음 0

자격증 보유
(5)

2개 이상 5
1개 이상 4

자격증은 없으나 기술은 있음 3
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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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상황
(25)

공적부조
(현금급여)

(10)

최대수령액의 0  ~ 30% 10
최대수령액의 31 ~ 50% 8
최대수령액의 51 ~ 70% 6
최대수령액의 71%  이상 4

가족사항
(10)

장애요소 없음 10
서비스 연계시 즉시 해소 8
부분 돌봄대상 1명이상 6
부분 돌봄대상 2명이상 4
직접 돌봄대상 1명이상 0

신용정도
(5)

관련 없음 5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 필요 3

파산필요 0

담당자 의견
(20) 

참여자의 자립의지 및 상담 태도(0/2/4/6/8/10)

취업 가능성(0/2/4/6/8/10)

합    계

Supervisor 평가점수(-5점 ~ +5점)

진단･평가 
결과

□ A그룹 : 단기 성과대상 (80~100점) 
□ B그룹 : 중기 성과대상 (60~79점) 
□ C그룹 : 장기 성과대상 (0~59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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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교 육 실 시 보 고 서

성    명 생년월일 참여일자

주    소

교육장소

교육목적

교육일정

교육 후평가

담당자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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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서식 5]

[상담일지] 

상담기록지 현황표(개인별)

회차 상담예정일자 상담일자 상담방법 상담유형 상담주제

상담기록

상 담 일 지
상 담 자

상담예정일자 20   .   .   .
대 상 자 상 담 일 자 20   .   .   .

상 담 방 법 □내방  □외부  □전화 상 담 유 형
상 담 장 소 상 담 영 역
상 담 주 제 상 담 시 간

상 담 내 용

차기상담주제

차기상담일자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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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립 경 로 (IAP)
담당 실장 센터장

성명 작성일
◎ 자가진단
나의 장점 내 주변 환경의 장점

나의 약점 내 주변 환경의 약점

지금까지의 내 직업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자립목표)

◎ 경로설정 및 요청사항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써주세요]

목표경로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취업
▢창업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이전
▢자활근로 사업 개발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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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목표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할지 단계별 계획 및 기관요청사항을 함께 써주세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참
여
자

단계별 기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계획수립

기관
지원요청사항

센
터 기관지원계획

◎ 상담자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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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SP)

서비스 기간 :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목표경로 : 취업

대상자 욕구
서비스지원목표 실행계획

상위목표 하위목표 서비스계획 실행기간 자원연계

 

  상기 본인은 자활사업 참여에 있어 위 활동계획에 합의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1   년    월    일

사업참여자 :               (인)          사례관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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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GateWay 종결 보고서
담당 실장 센터장

참여자명 작성일
참여자 연락처 작성자

보호 유형 사업참여현황
 □ 조건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차상위
 □ 기타(일반저소득)

소속사업단명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자립계획
수립여부

종결여부 중도탈락사유
□취업         □창업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시범사업단   □타 자활프로그램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중도탈락

□사업부적응 □자립계획 미수립
□거주이전   □건강문제
□기타

세부종결결과
(연동)

□취업 업체명 업종 업무유형 근로조건
□창업 창업개시일자 대표자명 창업업종 상호명
□자활기업 업체명 업종 업무유형 근로조건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단명 유형

□시범사업단 사업단명

참여자 기본평가척도 현황
구분 초기결과 종료결과 변동결과

우울증척도
알코올중독
자기효능감

◎ 종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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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GateWay 운영 현황 및 결과

운영 현황

(단  : 명, 건)

구분 GateWay 참여자 수 자활근로 참여자 수 전담관리자 (유, 무) 상담 실시 수 교육실시 수 IAP 수립 ISP 수립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운영 결과

(단  : 명)

구분 계 GateWay 참여 중
자활근로 참여 희망리본

고용부 자활사업
직업훈련 취업 창업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기타계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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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1 기본방향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예시)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 5대 표준화사업은 자활사업 표준모델의 권고 사항이며, 영농사업 등 농･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과 외식사업 등 도시지역 중심의 전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에 노력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단, 참여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기산,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한 경우에는 연속 참

여로 간주하여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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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대상자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

비율을 단계적(ʼ13년부터 ʼ17년까지)으로 조정

구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차상위자 참여 비율 30% 40% 50%
*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차상위자 참여 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노숙인은 차상위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
  - 노숙인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차상위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는 참여 제한

2 사업유형

자활근로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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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업규모 및 시행방법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20% 미만으로 운영

   ･ 지자체 합동평가 중 자활분야 평가지표에 ʻ전체 자활근로 대비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 참여 비율ʼ을 추가하고, ʻ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비율ʼ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난히 높은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 예정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80% 이상

으로 유지

  - 자활근로의 시행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시행을 병행할 수 있음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차상위계층의 참여는 시･군･구에서 해당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자활근로 예산

자활근로예산(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구분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차등 적용(사업유형별 상세지침 참조)

인건비

  - 자활근로 인건비의 범위는 1일 급여, 실비, 주･월차수당,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급여지급전 원천징수)

  - 인건비의 지급은 사회복지보조금 수급계좌 정비 지침(복지부 복지정책과-755(2009. 

6.26)호)에 의거 처리

  -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은 월단위로 지급하며 사업종료일이 말일인 경우 해당 월 말

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단, 지급 절차 등의 소요기간이 필요시 다음달 5일 이내

까지 지급 가능)

(월 중간 참여 중지자는 해당 사업단이 근로를 종료한 5일 이내 지급)

  - 사업참여자의 본인계좌 입금 원칙. 단,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시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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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직접사업은 행복e음시스템으로 지급(지급은 시･군･구가 직접처리하되 지급

내역은 참여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서 입력 가능)

  - 민간위탁사업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인건비를 생성･
지급하며, 해당 월 말일까지 행복e음을 통하여 참여결과 및 급여액 보고를 원칙으로 

함.(단, 지급 절차 등의 소요기간이 추가 필요시 다음달 5일까지 보고 가능)

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비(수당),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

    ※사업비는 상기 목적이외 명절선물, 업무추진비(송년회, 회식비 등)으로 사용불가
  - 자활근로 사업비는 사업단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활근로 유형별로 통합 

사용 가능(단, 통합 사용시에는 매출액이 사업비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지역자활센터의 5개 시장형사업단의 총 사업비(인건비 및 사업비)가 5억원일 

경우 사업비 1.5억원을 각 사업단 여건에 맞도록 통합 운영

  -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장비임차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나 계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시･군･구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

  - 자활근로사업단의 차량구입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매출적립금 중 20%)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부족시 자활근로사업비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음. 구입차량은 보장기관 또는 자활

사업실시기관의 명의로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보험 및 유지비용 등 차량관리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은 전세점포임대에 대한 월 임대비용은 사업단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처리(다만, 초기 6개월 동안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비로 지출 가능)

사업단 매출액

  - 사업단 매출액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재 구입 등 직접사업비로 재투자 

하며, 결산 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매출적립금으로 전환

  - 보조금 중 사업비는 정산 시 매출액에서 회수하여 별도계좌에 매출적립금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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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적립금은 내일키움 장려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등으로 

활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수당)

  - 사업의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 참여자 교육 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실시기관에서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하여 사용(급여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급)

  -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책정･지급하되, 시장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협의를 거쳐 50%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기타의 근로조건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준하여 처리하되, 실비 및 주･월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일당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자활사업 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시･군･구청장이 결정

  - 차상위계층 중 전문가가 있는 경우엔 자활사업단에 일반인 전문가보다 우선 참여 

조치하여야 함

3 자활근로 참여 조건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포함

  - 자활급여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압류의 금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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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1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단  : 원)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급액계 35,700 /
37,700 35,700 32,300 32,300 /

34,300 24,080
급여단가 32,700 /

34,700 32,700 29,300 29,300 /
31,300 21,080

실  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 850,200 850,200 761,800 761,800 548,080

비  고 1일 8시간, 주5일 1일 8시간, 주5일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기술･자격자 추가급여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은 해당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자격증이 있는 “기술･
자격자”에게 2천원의 추가급여 지급 가능

  - 기술･자격자는 주거복지사업 참여자의 도배사 자격증 등 자활근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에 활용 가능한 공인기관 발행 자격을 의미

  - 간병사업단의 요양보호사 자격 등 자활근로 참여 중 대다수가 취득한 자격은 제외

  -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사업단(재활용사업단, 급식사업단 등)의 경우 운전자도 기술･
자격자로 인정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담관리자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기술자격수당

으로 50%(1천원) 지급

실비

  - 실제 참여일에 한하여 1일 3천원 지급

  - 소득인정액 산출시 자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시장진입형사업 또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중 사업장이 원거리이거나, 실비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2천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시･군･구청장이 결정)

기타수당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주･월차수당(상세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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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평균 소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건비 지급 처리방법 : 민간위탁기관(지역자활

센터 등)에서는 자활참여자의 인건비 내역을 인건비 등록기간 내 시군구가 승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시군구는 확인 후 즉시 승인 처리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00~15:00), 주 5일 근무원칙

   ･ 단,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일과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오전근무, 오후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자활근로 참여조건에도 

명시

      ※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탄력근무가 필요할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일당은 평일 일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예) 출근시간을 07:00시로 조정
  - 지역 및 사업특성상 정상근무이외의 야간근무(새벽근무 및 심야근무 포함)가 불가

피한 경우 야간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로 하며, 야간근무 5.5시간은 

주간근무 8시간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일당은 평일 일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

금요일중 2일, 당월내의 평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사전 조정 가능

  - 공휴일근무의 경우에는 해당월내 평일 중 1.5일을 휴무토록 조치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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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조건의 명시

보장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 급여,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참여자의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급여에 관한 사항(일당, 급여의 계산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 

자활의지를 고취

다음 <자활근로 참여신청서(표준안)>과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조건이행 기준 및 결과

조치>를 참고하여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참여조건이 기재된 

참여신청서를 참여자로부터 제출받아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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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신청서 (표준안)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표준안)

1. ○○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201 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참여조건
  ○ 사업(업무)내용 : “            사업”  ○ 작업장소 : “사업장소 명기”  ○ 자활급여 등 참여조건    - “1일의 급여 명기”(일일급여로 지급방식은 매월 말일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급여를 지급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 1일 주차수당 지급      (단,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엔 주차수당 지급하지 않음)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월차수당 추가 지급    - 1일 교통비 등 실비 ○○○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참여근무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근무 시간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1일 8시간(09:00~18:00)
      ※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 지역 및 환자특성상 정상근무이외의 야간근무, 새벽근무 및 심야근무(교대근무) 가능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실적에 따라 내일키움수익금(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한함)과 자립성과금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한하여 명시)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
  ○ 신청인은 보장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제공･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정보제공 범위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력, 취(창)업 정보 등    - 사용목적 : 자활근로사업 사업수행 및 평가 관련 자료 제공
4. 기타 사항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자활사업방해, 폭력, 폭행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하며 조건부수급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를 중지합니다.
    ※ 자치단체별 조건이행 판단기준이외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조건이행 판단기준이 우선함)  ○ 위에 게시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자활사업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참여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 . 1. 
○○시･군･구청장  홍 길 동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신청인  김 자 활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서명)

※ 조건부과 없이 본인신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에는 상기 참여조건
(안)을 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 이에 준하여 적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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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활근로사업참여자(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 기준 및 결과조치

○ 조건이행 기준
  - 주 22시간(주 3일)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시된 사업

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함

○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 조건이행기준 위반시
  -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
  - 정당한 사유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없이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되는 

경우
  - 기타 불성실한 참여태도 등(상습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행 등)

○ 조건불이행여부 결과 통지
  - 주체 :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수탁기관장) → 읍･면･동, 시･군･구청장
  - 통지사항 
   ･ 조건이행여부, 조건불이행에 대한 의견(사유, 불이행한 최종일자 등)
   ･ 임금지급내역   ☞ [자활서식 8호] 자활사업참가결과통보고서
  - 통지대상사업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 통지시기 
   ･ 수시통지 : 조건이행을 중도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
     ※ “지체없이”라 함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기통지 : 임금지급내역 월별통지 등은 참가한 달의 다음달 10일전까지 통보(다음달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시 반영)

○ 확인결과 조치사항 
  - 생계급여중지, 추정소득부과 여부 결정 
  -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향후 계획 수립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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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자활급여 지급 원칙 및 자활소득 반영

시･군･구 및 사업시행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 급여 형태로 지급

자활급여는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자활급여 지급에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다음달 5일 이내까지 지급 가능)

  - 민간실시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참여사업단, 참여현황을 입력하여 급여를 

처리하고 해당 월말까지 운영보고 내역 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단, 내역 전송에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다음 달 5일이내 전송 가능

  - 시･군･구청장은 해당 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송

된 참여자 명단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자활소득으로 반영하며, 조건불이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중지 처리

  - 시･군･구 직접사업의 경우 행복e음 급여지급내역이 자활소득으로 자동 반영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다만,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좌지급이 

곤란한 경우 참여자의 동의하에 가족 계좌로 입금가능)

기타수당의 지급 기준

(1)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에만 적용

“정상근무시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초과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1일 4시간 

1주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보장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

  - 초과근무 : 평일 실 근무시간(8시간) 이외의 시간(시작, 종료시간 무관)

  - 휴일근무 : 휴일 09:00~18:00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은 사업단 자체 매출액으로 지급하며 매출액 규모가 최소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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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는 휴일근무시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지급액 : 기준급여(실비제외) ÷ 8시간 × 1.5 × 실근무시간

  - 지급한 수당은 실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등록하여 생계급여에 반영

(2) 주차수당

주 5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 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하고 1일분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수당 제외)를 

수당으로 지급함

  - 주차수당의 지급여부는 근로조건기간 중 참여자의 개근여부로 결정하며, 개근이 

되지 않은 귀책사유에 따라 판단함

  - 주중에 국경일･공휴일･근로자의 날*･천재지변 및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의 사정 등

으로 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주차수당은 지급

    * “근로자의 날” 자활사업 실시여부는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이 결정
주 5일 미만(4일이내)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주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월차

수당은 지급 가능)

주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출근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주 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

주차수당은 소득산정시 포함하여 생계급여액에 반영

1주(週) 기간 계산 방법

  - 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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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지급예시

월 화 수 목 금

근로 공휴일 근로
사업개시후

우천으로 중단
우천으로 사업

미개시

◦주 5일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월･수요일은 정상근무, 목요일은 우천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출근하였음

◦화요일은 공휴일로 휴무, 금요일은 우천(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함
◦이 경우 제시기간 5일중 출근일수는 3일이나, 2일의 결근에 대한 귀책사유가 참여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주차수당을 지급함
◦단, 주중에 실제 근로일수가 1일 이상일 경우에만 주차수당을 인정함(월차를 5일 연속 사용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월차수당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여(단, 해당 월동안 실제 근로일수가 12일 이상일 경우일 것)

  - 사업참여기간이 연속되는 경우(전월의 마지막 주와 당월의 첫주가 연속하는 경우)

에는 주･월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해당 연도 중간에 전･출입이 발생하여 시･군･구를 옮기는 경우 월차수당 지급 시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월말까지 만근한 경우 참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월차 발생

월차수당은 연 2회(1∼8월은 9월, 9~12월 12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월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고지하도록 함

  - 연간 발생된 월차를 활용하여 하계휴가 및 개인 용무로 인한 휴무 가능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참여자의 월차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참여자의 연간 

월차사용촉진조치 실시

   ･ 참여자별 월차수당은 1년 동안 6일 까지만 지급 가능하고, 6일을 초과한 월차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 6일을 초과한 월차에 대하여 참여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차에 대하여 
월차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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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차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에 참여자의 휴가 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잔여기간을 

사용하도록 독려

월차수당은 월차발생 당시에 참여한 사업의 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적용

참여사업 변경 시 월차수당 지급

  - 사업단 변경 시 연계처리, 참여기관 및 사업유형 변경 시 정산처리

월차수당은 소득산정시 포함하여 생계급여액에 반영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

(2.1~2.29, 3.1~3.31)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15~2.29, 

3.17~3.31)하고, 다음달부터 월초 1일부터 월말까지를 1월로 적용(자활급여 지급

시기와 통일)

월차수당의 사용시 유의사항

  - 명절 및 징검다리 휴일 등을 이용하여 동일기간내 사업단 다수의 참여자가 동시에 

활용할 수 없음. ⇒ 사업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용

  - 반드시 사전 월차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전 승인후 사용 인정.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

할 경우 합당한 사유의 범위 내에서 사후 승인도 가능

  - 사업 종료월에 누적된 월차 지급시 사업단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월까지 기간내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안내

  - 수급자의 경우 사업 종료월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수당이 편중될 경우 생계급여 소득

산정시 반영되므로 특히 주의

  - 전담관리자는 사업단내 월차 사용자가 특정기간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

하고, 참여자는 사전에 월차사용 계획을 알릴 의무가 있음

공적 사유 등으로 사업 불참한 경우의 자활급여 지급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등 공적인 사유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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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급여를 지급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개인사정으로 지각･조퇴를 한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

  - 급여 = 기준급여(실비제외) ÷ 8시간(근로유지형 5시간) × 실근무시간 + 실비 3천원

    ※ 원단위이하 절상
사업시작(작업장 투입 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급여 : 4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일일 급여의 50%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일일 급여 

전액 지급(근로유지형은 3시간 기준)

  - 실비 :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실비전액 지급

경조사 등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불참을 신고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경조사 휴가인 경우 

평일 근무일에 한하여 자활급여(실비 제외) 지급 가능하며, 주･월차수당도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함(사정상 사전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업불참 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로 인한 

지각･조퇴의 경우 월 3회의 범위내에서 주･월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사전에 사업실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무단 조퇴･지각은 인정하지 않음)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92 ─ 

  - 경조사기준(휴일포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경조사 휴가인 경우 평일 근무일에 한하여 자활급여(실비 제외) 지급 가능

병가사용시 주･월차 수당의 지급

  - 정상적인 승인절차(사전･사후)를 거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주･월차수당은 발생

  - 주당 조건이행기준(3일/22시간)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병가 사용시에는 주차

수당이 발생하나, 조건이행기준 이하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병가 사용시에는 주차

수당 미발생

  - 1월 이상의 장기 병가인 경우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유예와 동시 검토

    * 단, 병가 사용자는 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0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자활

사업 참여가 중단되었을 경우

  - 최근 6월간의 평균 자활근로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자 수당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간 지급

  - 신청 기간은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출산 후 6월 이내까지

    * 신청 기간이 경과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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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관련 자활급여 처리

전출자 확인 및 자활급여 처리

  ① 자활사업담당자는 매월 25일부터 행복e음 “변동･사후>전출입관리” 메뉴에서 “보장

구분”을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자활”로 지정하여 전출입 내역 검색

    - 읍･면･동 및 기초생활보장팀은 자활근로참여자의 전출입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활고용팀에 통보

  ② 전출지의 자활사업 참여 내역과 통합조사표에 반영해야할 자활소득을 전입지에 

통보

    - 시･군･구 직접사업 참여자의 경우 월 중간 전출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여 미지급액을 전입지에 통보, 해당월 사업 종료후 전입지 참여기관이 급여 

지급(⇒ 행복e음 소득반영)

    - 단, 전출이후 참여기관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전입지 시･군･구가 지급

    - 민간위탁사업 참여자의 경우 참여기관이 지급한 자활소득을 전입지에 통보하여 

자활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5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사업위탁방식

추진절차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참여대상자 선발, 세부 사업내용,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시 사업별로 개별 위탁 가능

사업신청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결정하되, 지자체에서 적합한 사업을 선정한 후 시행

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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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의 공고, 사업안내 등

  - 시･군･구는 신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위탁규모(예산 등)를 감안하여 가능한 

신속히 공고, 사업안내 및 홍보를 실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가능하며, 시･군･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선발 가능

공동작업장 운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 가능

사업실시기관의 선정

선정심사기준

  - 시･군･구별로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 신청단체 요건 및 사업계획 내용심사 : 자활능력 배양 가능성, 시장진입가능성, 

생산성 및 효용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신청기관의 활동실적 및 사업능력 등 심사

(붙임 1 - 사업계획 심사표)

사업계획 등 심사 및 선정

  - 자활기관협의체에 자활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 보강

  - 단, 신청기관이 자활기관협의체 참여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에서 배제

  - 심사기준 공개를 통한 심사의 투명성 확보

  - 심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단체(기관)에게 구체적인 사업 설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집수리･간병사업 등 5대 표준화 자활사업을 신규(계속)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사업실시기관으로 우선지정･위탁할 수 있음

신규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기관(단체)으로부터 공모･공개경쟁 등을 통해 결정 및 선발

(공모 → 자활기관협의체심의 →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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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및 현재 수행중인 사업(자) 선정

  -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수행중인 

기관(사업자)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시장진입성･자활기업창업전망･수익금

발생･참여자의 자립유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시･군･구 결정 → 기존사업자와 재계약 → 자활기관협의체 사후보고)

  - 시･군･구청장이 최종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기존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추진

자활사업의 민간위탁계약 등 체결

시･군･구별로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사업 확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안은 <붙임 예시>를 참고로 하되, 지역특성, 사업여건, 당사자간의 협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자활근로는 원칙적으로 12월 단위로 사업 추진(필요시에는 6월 단위도 가능)

  - 사업연도 이월은 불가(예산 이월 집행 불가)

민간위탁 실시기관의 관리

보장기관은 실시중인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장진입 및 자활기업 전환가능성, 수익금 

발생현황 등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추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을 조기 종료하거나, 업종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사업단 해체시 재산 처리

  - 사업단 해체시 차량 등 재산은 타 사업단이 활용토록 하거나 매각할 경우 중앙자산

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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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활근로 예산의 집행

국고예산의 배정 및 교부신청

월별 배정

  - 자활근로사업예산은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배정액은 조건부수급자 규모, 전년도 참여자 규모,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여 탄력적

으로 결정･시행 가능

  - 초기 사업비 집중 투입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예산 중 사업비를 연초에 

집중 배정 가능(당해년도 예산의 85% 비율까지 가능)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반기별)

  - 시･도는 국고보조액을 참고로 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반기 시작 10일 전까지(또는 별도 지정일) 보건복지부로 제출(단, 전반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1월10일까지 신청)

  - 사업계획서에는 자활근로 사업개요, 전체 자활사업대상자규모, 사업별 참여인원 및 

내용, 위탁사업규모 및 내용, 직접시행 사업규모와 내용, 소요예산, 사업효과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제출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자활 11호 서식을 참조
국고보조금 내시액 등록

  - 시･군･구는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하여 e호조시스템에서 보조금 확정 예산 등록업무

(메뉴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등록)를 선수행하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으로 전송을 완료하여야 함

정산보고

  - 시･도는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정산보고(보고서식은 별도 시달)

예산의 편성 및 집행방법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인건비”와 자재비 등 “사업비”로 구성하며, 사업별 규모에 맞게 

편성하여 사업위탁 또는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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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근로사업 예산편성은 자활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인건비 예산규모를 정한 

후,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 위탁사업 규모(예산지원액, 참여인원, 자활사업내용 

등)를 정함

  - 인턴형 및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규모를 감안한 후 근로유지형 등 기타사업 

규모를 정함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사업단 등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의 경우 가급적 

민간이전(307)･민간위탁금(307-05) 등의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실적 보고

자활사업단 운영 보고 이행

  - 지역자활센터 등은 매분기 5일이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시･군･구보고>공문

작성>자활>자활사업단운영보고조회)으로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실적 보고 이행

사업실시결과, 정산 등 확인 및 보고

  - 시･군･구청장은 위탁사업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시결과, 정산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지역자활센터 등은 위탁사업 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실시에 대한 결과(참여인원

현황, 예산집행현황, 수익금관리현황, 사업추진효과 등)를 보장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시･군･구 직접시행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실시결과를 작성･비치해야 함

7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의 의무

자활근로사업장 방화･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정성 확보

자활사업 관련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등)은 

방화(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함

자활사업 관련기관은 방화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함)를 지정･운영하여 자활

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

자활근로사업장 등 자활사업장 방화(안전)관리 요령 참조(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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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및 제재조치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거나 수탁단체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기타 사유로 

지원예산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되,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의 생략 가능(지역

자활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모법인의 지급보증각서 제출로 갈음 가능)

  - 관련 소요비용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음

민간단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율성 보장

  - 신규 사업착수 전에 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교육을 

사전에 실시

제재조치

  - 사업위탁기관(단체)이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기관의 지도･감독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원예산의 회수 및 다음 사업에서 참여 제외 등의 제재 가능

8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총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함

(1) 참여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2) 대상사업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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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단은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연초 사업위탁시 시장진입형 해당여부를 결정(연간 30% 이상 매출액을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최근 6월간 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

신규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하되, 시･군･구청장이 사업의 특성, 

수익 창출 효과를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시장진입형 신규사업단 설치 가능

  - 시장진입형으로 신규사업단을 구성한 경우 사업실시 6월 후 총 투입예산 대비 매출

액을 확인하여 요건 미충족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

  - 단, 사업성과가 1년 단위로 확인되는 경우 등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매출성과 1년 후 판단 가능(예: 영농사업단, 축산사업단 등)

신규설치시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확대 지원

  - 시장진입형으로 신규 설치된 사업단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이 중앙자활센터의 의견을 

참조하여 초기 6월 사업비 비율 확대(5:5) 또는 사업비를 활용한 임대보증금이나 

고가장비 구입비용 추가 지원

    ※ 중앙자활센터는 사업비 확대 의견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 임대보증금 또는 구입비용을 추가 지원 받을 경우 자활근로사업예산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70:30으로 함

   ･ 중앙자활센터의 장은 시･군･구청장이 사업단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경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 시장진입형으로 전환한 기존 사업단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임대보증금 또는 고가장비구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준

   ･ 추가 사업비는 자활기금(시도, 시･군･구)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액에 대하여 사용. 

단, 기금 보유액 부족 등으로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사용 허용(예 

: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이나 시･군･구 자활기금 활용가능액이 2천만원일 경우 1천

만원을 사업비로 지원

   ･ 권리금 등 법정 비용이 아닌 비용은 사용 불가

   ･ 임대보증금은 점포, 영업장, 농장, 공장 등에 한하여 사용(단순히 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장 분리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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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한도 : (보증금) 대도시 5천만원, 중소도시 3천만원, 농어촌지역 2천만원 / 

(고가장비 구입비) 2천만원

      ※ 지역 구분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중 기본재산액 지역 기준 적용
   ･ 추가 지원사업비의 임대료 및 고가장비는 사업단 해체시 자활기금으로 환원(단, 

자활기업 설립시 지원대상 기간 동안 계속 사용 보장)

광역단위의 자활사업과 지역에 특화된 자활사업의 개발･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지역

특화형 우수 자활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단 운영 초기 6개월간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50:50으로 지원 가능

  ※ 단, 해당 지자체의 신청 및 중앙자활센터의 검토 의견 필요

(3) 사업추진방법

① 사업규모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 가능

 보장기관은 전체 자활사업 참여인원의 20%이상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실시해야 함 

   - 단, 민간기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조건부수급자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

청장이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나, 시장진입형사업은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70 : 30｣이며, 인건비는 동일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사업비는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② 사업시행주체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군･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사업단 참여자의 25%(농촌형 20%)이상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서비스형으로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

   - 단, 지역자활센터가 없거나,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

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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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인 경우, 자활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로서 자활사업수행에 적합

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지역별 특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

③ 추진방식

 사업실시기관(단체)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실시

   - 사업전담관리자(총관리자), 영업담당자, 생산담당자, 노무관리담당자, 작업장관리자, 

회계관리자, 안전(방화)관리담당자 등으로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담당자 및 관리자에 대해 겸임･축소･확대･조정하여 운영

   - 차상위계층으로만 사업단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수급자가 20%이상 참여

토록 조치

 전담관리자

   - 시장진입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 역할 : 참여자 출･퇴근관리, 사업장 현장감독 등 해당 자활사업에 대한 전담관리

역할 수행

   - 1일 급여 : 시장진입형 인건비(실비포함) + 전담관리수당 3천원

④ 사업의 시행 및 관리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함(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까지 가능)

   - 사업단의 일부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한 경우 자활기업 창업일로부터 사업추진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다시 시작하는 사업단은 기존 사업단의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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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인건비+사업비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 10%를 적용하지 않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10으로 설정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으로 한정하되, 시군구의 

결정시 타 업종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1) 참여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2) 대상사업 및 규모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

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 : 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3) 사업추진방법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이외의 사항은 시장진입형의 전담관리인력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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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2개월이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

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함(단,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까지 가능)

  - 단, 향후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

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단, 해당 시군구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역의 자활사업 및 복지서비스 여건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되, 사업의 추진

여부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 이외의 세부추진방법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준용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사업수행기관에서 정식 사업단을 설치･운영 이전에 사업운영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

하기 위해 임시(6개월 이내)로 운영하는 사업

(1) 참여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자

(2) 대상사업 및 규모

 ◦시범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전체 참여자의 15% 이내에서 운영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70 : 30｣
 ◦시범사업단 참여자 급여단가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급여단가를 적용

(3) 사업추진방법

 ◦지역자활센터는 연초 시범사업단 수 및 참여자 수 및 예산규모의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시･군･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외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범사업단 

운영 이후 시･군･구에 사후보고

   -사전 승인 사항 : 시범사업단 수 및 참여자 수, 시범사업단 지원 예산 규모

 ◦시범사업단의 운영기간은 6월 이내로 제한, 설립 후 6월 이내에 시범 사업단을 정식 사업단

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함

   -시범사업단을 정식 사업단으로 전환할 경우 시･군･구의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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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운영이 단기간(6개월 이내)임을 고려하여 시설 투자 및 임대료 등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되, 사업비 한도내에서는 사업단 설치 운영 가능

   -시범사업단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단 또는 사무실의 공간을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사업장 임대

   -차량은 기존 사업단의 차량을 활용하고, 시범사업단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 불가(단, 기

존 사업단의 차량이용이 불가할 경우 차량 임대는 가능)

 ◦매출액관리는 정식 사업단의 매출액 관리 기준과 동일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대상자

인턴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

계층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복지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차상위층 참여 불가
자활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

가. 인턴형

 시･도가 광역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거나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추진 가능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
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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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6개월 동안만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턴형으로 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을 경우

에는 업체에서 채용 확약을 하지 않아도 됨

 지원기간 : 6개월(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6월 연장 가능)

   - 시･군･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참여자가 업체에서 6개월 동안만 기술･경력을 

쌓을 동안에는 고용유지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으나, 6개월을 연장(총 1년)할 경우 

고용유지확약서(6개월 이상 고용)를 징구

   - 고용유지 확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인턴형자활근로 지원 

금지

   - 대상업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 등을 말함

 인턴기간(참여기간)동안의 급여는 자활근로예산에서 지급하며, 주 5일(1일 8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 지급 가능

 추진절차

   ① 시･군･구에서 관내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②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홍보 후 희망업체로부터 신청 접수

   ③ 신청 업체 중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실시 대상업체를 선정(필요시 자활기관

협의체 심의)

   ④ 선정된 업체와 사업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은 6월 단위로 하며,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에서 부담

     - 참여자에 대한 관리의무 명기

     - 일정기간 경과 후 숙련된 참여자를 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토록 적극 유도

     - 선정된 업체는 참여자에 대한 채용계획제출

        ※ 채용계획인원에 따라 인턴형 파견인원 결정
   ⑤ 참여 대상자를 선정･의뢰

   ⑥ 업체에서는 매월 참여결과 및 추가급여 지급내역을 근무한 달의 다음달 5일전까지 

시･군･구로 통보

   ⑦ 시･군･구에서 참여자 계좌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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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조건이행관련사항은 자활근로사업 지침을 따름

나. 복지도우미형

 사업규모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0 : 10｣으로 적용(10% 이내)

 참여기간

   - ʼ12.7.1 이후 신규로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에 참여한 자는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 ʼ12.7.1 이전 복지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복지도우미형 사업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직업훈련, 

평생교육, 학원비 등)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 단, 개인별자활지원계획에 따라 복지도우미사업 기간 종료 이후 자립에 대한 경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경로설정은 행복e음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등록 화면에 

입력)

   - 비용의 지급 및 결정은 시･군･구 자활고용팀이 직접 관리

   - 비용의 50% 이내 지원(월 지급한도 15만원)

   - 지원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및 사업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매월 납부영수증 및 70% 이상 수강 확인 후 지급(후불)

   - 교육은 업무시간외 개인시간을 활용하며 업무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감독 철저(부정

수급시 전액 환수)

 반기 1회 이상 제도 및 업무 등 기본교육, 자립의지 촉진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자활근로사업단 연간 추진실적(통계) 제출시 복지도우미는 각각 1개의 사업단으로 

실적 작성(각 시･군･구별 자활도우미사업단 1개소, 복지도우미사업단 1개소로 작성)

 시･도/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활용

 업무내용 : 근로능력자 관리지원, 시･군･구 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장 관리, 수급자 

가구방문 지원, 안내문･후원금품 등 전달, 사업 홍보, 대장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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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도우미로 선발･배치된 자는 담당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보조

 시･도/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과 또는 읍･면･동에 배치 활용

   * 복지도우미는 복지부서(예시 :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보육가족과 등)에 
한정하고, 읍･면･동당 1명으로 제한
(다만,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 정원(읍･면･동 개소 수)내에서 조정 가능)

 시･군･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도우미의 출퇴근 및 근무실태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며, 무단결근 등 근로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복지도우미 선발･배치를 

취소하고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함

 복지도우미가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반복교육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토록 함

 복지도우미는 시･군･구청에서 채용하는 계약제 근로자가 아니며 자활근로사업에 

신청･참여하는 자임

다. 자활도우미형

 사업규모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0 : 10｣으로 적용(10% 이내)

 참여 기간

   - ʼ1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자활도우미형 자활근로에 참여한 자는 참여기간을 1년

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 ʼ13년 1월 1일 이전 자활도우미형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도우미형 사업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직업훈련, 평생

교육, 학원비 등)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 단, 개인별자활지원계획에 따라 복지도우미사업 기간 종료 이후 자립에 대한 경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경로설정은 행복e음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등록 화면에 

입력)

   - 비용의 지급 및 결정은 시･군･구 자활고용팀이 직접 관리

   - 비용의 50% 이내 지원(월 지급한도 15만원)

   - 지원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및 사업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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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납부영수증 및 70% 이상 수강 확인 후 지급(후불)

   - 교육은 업무시간외 개인시간을 활용하며 업무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감독 철저(부정

수급시 전액 환수)

 반기 1회 이상 제도 및 업무 등 기본교육, 자립의지 촉진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자활근로사업단 연간 추진실적(통계) 제출시 자활도우미는 각각 1개의 사업단으로 

실적 작성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참여자를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 활용

   - 업무내용 : 사업장 관리･참여결과 정리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담당자 업무 보조

   - 단,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근로 참여자(수급자･차상위계층)가 40명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며 참여자 40명당 1명 배치 가능

라.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사업 규모 : 교육비, 근무복 등으로 10% 이내의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시설에 지급하지 않고 필요시 시･군･구가 직접 집행

 참여자의 참여기간 제한

   - ʼ1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자활근로에 참여한 자는 참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 ʼ13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1년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인력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활용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을 
의미

   -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원시 무료지원시설과 취업연계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지원

하고, 취업연계지원시설은 인턴형자활근로사업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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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지원시설 : 취업연계지원시설을 제외한 시설

    ･ 취업연계지원시설 :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지원받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예: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로 인턴형자활근로로 지원

   - 기타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활사업참여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인턴형으로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도우미로 지원시에는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5시간 이내 근로시 시･군･구에서 근로유지형으로도 지원 가능

 아동의 양육･보호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는 수급자 가정(모자가정)의 

대상자를 적극 활용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은 기관이 전일 근무를 필요로 하지않는 경우와 가구여건 

등으로 참여시간에 제약을 받는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참여 적극 활용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1) 참여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대상자 선정시 아래사항을 감안

    1) 연령 및 건강･학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2) 간병･양육･보호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참여가 필요한 자

    3) 자활역량평가 결과가 근로의욕증진대상자(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대상 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시행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등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별도의 다른 

사업예산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분야에 자활근로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음(무료

급식사업비, 꽃길조성사업비, 시설물관리사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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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지자체 공원관리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지역환경

정비사업에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공원청소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해당사업을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

(3) 사업추진방법

연간 12월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10월로 조정 가능(시･도를 

통하여 복지부에 사전 보고)

1일 5시간, 주 5일 참여를 기준으로 실시

  - 단, 월중 주당 참여일수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근무시간은 09:00~15:00(5시간) 원칙

   ･ 다만, 보장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일과시간 범위 내에서 오전･오후근로 등 탄력적

으로 운영가능하며, 이 경우 참여자에게 고시 및 자활근로 참여조건에도 명시

  - 주5일 참여의 경우 주차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원칙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가능하며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20% 

미만으로 실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모든 자활근로사업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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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역자활근로사업단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과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

  ※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단을 구성･위탁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을 통해 추진가능

기본방향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거주 사업대상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를 광역단위로 추진

기초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효율성과 영세성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집중화된 지원을 

위해 광역단위 사업추진 필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 구성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기 구성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사업단을 통합하여 공동사업단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음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과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만 해당됨

  ※ 인턴형자활근로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시･군･구의 구분없이 시･도에서 광역형태로 추진 
가능함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 구성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단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광역자활사업단을 구성하는 

경우

  - 광역자치단체가 특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는 신규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을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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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비와 시･도비를 매칭하여 예산 편성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는 참여자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거나, 광역자

치단체에서 광역사업에 필요한 예산(인건비･사업비)을 통합하여 별도로 집행할 수 

있음

  - 참여자의 비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담비율을 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예산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을 구성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특별사업으로도 추진 가능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시지역 광역간병사업, 주거복지사업의 지역연계, 폐자원재활용

사업의 광역네트워크, 청소사업단의 연합추진(학교청소 용역발주 등) 등 광역자활근로

사업단 구성 등 광역단위 사업활성화에 노력할 것

행정사항

시･도는 광역자활근로사업단 구성 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도지사는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정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실시기관이 참여토록 하여 공동 운영･관리

하도록 할 수 있음

광역자활근로사업단도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의 기준에 따라 자활사업전담관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광역사업임을 감안하여 1인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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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계획 심사표(예시)

※ 사업심사표는 예시임으로 시･군･구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수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자활
기관협의체 대표자별 점수로 결정이 가능함(예, 평균 60점 이상 등)

심  사  표(안)

신청사업명

단 체 명
(기관명)

신청금액                           천원

심 사 자  ○   ○    ○   (인)

종합결정

심사일 : 201 년    월    일

○ ○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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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영역 심   사   항   목 배점 실점수
Ⅰ. 사업계획 ① 자활능력 배양 가능성

   (자활기업 전환가능성, 자활의욕 고취) 15점
② 사업의 공익성･시장성
   (사업목적, 사업대상, 수혜가구) 15점
③ 사업의 생산성･효용성
   (판로 확보 여부, 사회적관심과 긴요도) 10점

Ⅱ. 예  산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20점

Ⅲ. 단  체 ① 활동실적
   (자활관련사업, 기타 실업관련사업) 15점
② 사업능력
   (재정적 안정도 및 자립도, 재원구성) 10점
③ 전문성･책임성
   (구성원 및 조직체계) 5점

Ⅳ. 기  타 심사 의견 (사업의지등) : 10점

총   점 100점
※ 심사항목은 자활근로사업 취지와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것

종합점수 및 조정내용

종 합 점 수                      점

신청금액                         백만원

조정금액                         백만원

조정내역

※ 현지실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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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자활근로사업 표준 위탁계약서(예시)

자활근로사업 표준 위탁계약서(예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위탁자인 ○○시･군･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단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집행, 결과보고, 협약 당사자간의 책임, 

협약의 효력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을”은 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참여자(자활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20○○. ○. ○ ~ ○.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준비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수행) “을”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그리고 ｢자활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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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의 계획) ○○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수립･추진

하되, 필요시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집행범위) “갑”이 “을”에게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인건비) 전체예산의 ○○%이상으로 편성하고, 실비를 포함한다.

  2. (사업비) 전체예산의 ○○%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자재비･수용비(관리비 및 기타

경비 포함)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임차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임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예산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100분의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을”의 청구에 의거하여 지급

하되 월간 보고에 의하여 집행실적 및 자활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확인한 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을”은 사업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예산의 사용) ①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노임단가는 실비(교통비 등) 3천원을 포함

하여 1일 ○○○원으로 한다.

  ③ 사업참여자의 근무조건은 주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 ○일 근로시 주 1회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

하였을 경우 월 1회 월차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인정한다.

  ④ 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1일 7~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8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등 제반비용은 “을”의 자체 재원(예: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⑤ 기타 지각,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을”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갑”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관계서류

열람, 현장확인, 관련자료 제출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갑”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월 ○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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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을”의 의무) ①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산재보험 등의 가입) “을”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활근로인력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급보증) “을”은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중 하나를 선금

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인정에 의해 “을”의 모법인 등의 지급보증

각서로 갈음하거나, “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을”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결과 제출) ①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구체

적인 사업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후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금의 처리) ① “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별도 

계정으로 적립･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안내｣의 수익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전액을 적립금 내역이 기재된 회계장부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해제)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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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에 의한 “갑”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을”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의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을”은 그 해지 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서를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으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해석 등) ①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규정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갑”은 “을”이 실시하는 인력 투입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적절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등

부    칙

  ① (시행일) 이 협약은 201 . ○. ○ 부터 시행한다.

201 년  ○월  ○일

“갑”  시･군･구  (          주   소          )

시･군･구청장     ○ ○ ○ (인)

“을” ○○단체   (          주   소          )

대        표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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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자활근로사업장 등 자활사업장 방화(안전)관리 요령

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작업장, 부업장, 판매장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다양하고, 작업경험 및 요령이 부족하며, 또한 

작업공간의 협소 등으로 작업환경이 대체로 열악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

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장 등 자활사업장에 대한 방화관리(안전관리 포함)요령을 마련,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향

◦자활사업 관련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한 방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방화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함)를 지정하여 운영

함으로써 자활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함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사업장은 반드시 방화(안전)관리 업무 수행함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운영기관도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사업장을 겸할 경우에는 통합운영 가능)

3. 방화(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 시･도

    - 시･도는 자체 방화(안전)관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점검 

    - 시･도는 일부 주요 자활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그 외 지역은 시･군･구에서 

자체 점검토록 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받음(점검체크리스트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작성 운영)

    ※ 점검･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요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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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읍･면･동)

    - 방화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함)등 지정･운영

     ･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자활사업담당공무원을 전체 자활사업 방화(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운영

    - 시･군･구는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점검

     ･ 시･군･구는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점검

체크리스트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작성 운영)

      ※ 점검･조치결과를 시･도에 요약보고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사업장별로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동 계획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자체 방화(안전)점검표 마련･운영

     ･ 필요시에는 전체 자활사업장에 대한 방화(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가능

    - 각 자활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방화(안전)관리 실태 점검

(정기점검 : 매주 월요일, 수시점검 : 필요시)

    -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겸함)등 지정･운영

     ･ 정책임자는 기관장, 부책임자는 실장 또는 담당자

     ･ 자활사업장별로 별도의 정･부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운영 가능

     ･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겸함)는 현장 방화관리 정･부책임자

(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겸함)가 해야 할 아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지시

  ○ 자활사업장

    - 현장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겸함)등 지정･운영

     ･ 현장 정･부책임자는 방화(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 등의 유경험자 또는 현장 작업장에서 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 배치

      ※ 팀장, 현장관리요원, 안전관리요원 및 작업장 관리요원 등의 형태로 리더 역할을 기 수행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 선발된 자를 방화(안전)관리 정･부책임자로 선발 가능

     ･ 현장 정･부책임자는 1인으로 통합하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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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정･부책임자는 시･군･구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

관리 정･부책임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현장 방화(안전)관리업무(아래 참조)를 

수행

      ※ 방화(안전)관리 세부내용의 “작업장 환경개선 등 방화(안전)대책”, “참여자 교육”,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 등

     ･ 자활사업참여자는 현장 정･부책임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방화(안전)관리책임자의 

지도･감독을 받음

      ※ 방화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는 자활사업단 전담관리자를 지정

4. 방화(안전)관리 세부내용

 작업장 환경개선 등 방화(안전)대책

  ○ 방화(안전)점검 : 자활사업장별 방화(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소 사전 제거

    - 난방기 등의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하되, 사용시에는 화재에 안전한 KS규격의 정품 

난방기 사용(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 난방기 주변에는 화재에 민감한 인화물질 완전 제거 또는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 

관리

    ※ 인화물질 : 석유 등 난방재료, 헌옷, 폐지 등 재활용품, 생산에 필요한 옷감류 등 재료
    - 작업장, 부업장, 판매장 및 사무실 등 사업장 주변을 상시 정리정돈

    - 최종 퇴청자는 방화(안전)관리 점검 후 퇴청(필요시에는 일･숙직 운영 가능하되, 

일･숙직자의 다음날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함)

    -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자활사업장에는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

    - 소화기, 삽, 물통, 모래 등 필요한 소화재료 비치

    ※ 소화재료는 자활근로사업비 및 수익금에서 구입 가능 
 참여자 및 책임자 교육

  ○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에 투입 전 반드시 책임자 등(현장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등)으로부터 방화(안전) 교육 실시(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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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시･군･구(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실시기관)

관계관의 책임하에 방화(안전) 교육 실시(월 1회 이상)

    - 사업투입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함

 자활사업 중 건강진단 실시

  ○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화재(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보건소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비 예산내에서 지원 가능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해 사업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시･군･구(읍･면･동)와 협의하여 자활사업장 재배치하되, 일정

기준 이하 자에 대하여는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자활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 변동시, 행복e음시스템에서 변경･관리
 화재보험(산재보험 등) 가입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이 일정한 사무실･창고･작업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조치(단, 실비보상보험으로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가능)

  ○ 자활사업실시기관은 화재위험이 있는 공동작업장･지하공간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인보험을 가입토록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는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기업 운영자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에서 지급함

  ※ 단, 지역봉사참여자의 경우와 같이, 자원봉사보상보험 가입 등 이미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업
장은 해당사항 없음

  ○ 산재보험 등의 가입

    - 민간위탁사업(자활기업 포함)은 산재보험에 가입

    ※ 자활기업의 경우 수익금을 재원으로 함
    - 시･군･구 직접 사업은 모든 사업장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근무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고대책비 유보(총사업비 1% 범위내)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Ⅱ-1. 자활근로사업(운영) ─ 123

5. 행정사항

  ○ 자활근로사업장 등 자활사업장에 대한 방화(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시･도 : 필요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시･군･구 :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에 보고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발생내용을 우선 보고하고, 사고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 조치

계획(대책)을 보고

    - 사고 발생내용 보고를 위한 비상연락망(자택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필히 확보

【방화(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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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자활인턴사원 고용유지 확약서

사업장(업체) 현황
사업자명 대 표 자
주 소 지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자활인턴사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활인턴사원 지원 신청 내용
지원기간 인건비 지원액

고용유지 확약 내용
고용일자 고용유지기간

  위와 같이 자활사업 대상자를 우리 사업장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신청
하고, 인턴사원으로 근무 후 상기와 같이 고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확약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1. 고용유지 확약기간은 6개월을 이상이어야 함
2. 고용유지 확약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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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1 매출(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관리

자활근로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관리･운용을 체계화하고 사용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매출 관련 개념

① 매출액 : 사업실시결과 발생한 매출의 총액(물품판매대금, 용역수입금 등)

  ※ 물품판매 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총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음
  -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생산한 재화 및 용역물에 대한 판매금액

  -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보장기관 또는 사업시행 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 

및 근로를 제공받은 개인･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판매, 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이며, 

현금으로 환산하지 않은 현물의 경우 별도 관리

② 매출적립금 :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자활근로 예산의 사업비(사회

서비스형 20%, 시장진입형 30%)만큼을 사업단 매출액으로부터 충당･적립하는 금액

으로 당해 년도 내일키움장려금, 다음 해로 이월하여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으로 사용

  - 매출액이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매출적립금은 매출액과 같은 금액이 됨

  - 매출적립금은 분기별 정산(가정산)이 원칙이나 연 중간에 자활기업 설립 또는 사업단 

해체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정산 가능

  - 최종 정산은 연도말 정산임

③ 수익금 : 매출액에서 정부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수익금도 분기별 정산(가정산)이 원칙이며, 사업실시기관은 매분기 보장기관(시･
군･구)에 사업결산 및 수익금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결산 전 사업시행 중에 확정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도 동 수익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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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금도 최종 정산은 연도말 정산임

수익금 = 매출액 정산금(매출액-정부지원 사업비)

매출 관리 및 절차

매출의 관리

  - 자활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매출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 예산 관리 통장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없음)

  - 매출(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의 적립･관리는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시

  - 분기별 매출 결산은 가정산(假定算) 개념이며, 최종 확정은 연말의 결산결과에 따름

  - 자활근로사업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수탁

기관에서 관리

  - 자활근로사업을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당해 시･군･구청장이 관리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3)로의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의 자활

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

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3)

    * 단, 이 경우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나누어 조성(중앙자산
키움펀드 : 자활기금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 적립)

  - 매출적립금(기존의 수익금 포함)으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해체된 경우의 

자활기업의 매출적립금품(수익금품 포함)

매출액 등의 관리 절차

  - 매출액 발생 이후 매출적립금, 수익금 등은 아래 그림의 순서에 따라 실시

  - 수익금은 매출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할 수 없음

3) 각 지역자활센터는 ｢중앙자산키움펀드｣ (하나은행 190/910013/79404, 예금주 : (재)중앙자활센터)로 사유 

발생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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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관리 개념도】

내일키움장려금
(20%)

매출액 및 수익금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처리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회계관리시스템에 지정된 세입･
세출 계정을 사용하여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업무메뉴 > 경리 > 기초등록 > 사업코드 등록 > 사업단 

선택 > 사업코드 생성 → 자활근로사업단 관･항 활용 필수

  - 통일된 코드를 활용하여 회계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한 세입･세출 정보가 자활사업단 

운영보고와 연계되어 행복e음으로 전송됨

    [붙임 2] 자활사업 세입･세출 계정 참조
수탁기관의 장은 자활근로사업 수행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분기 결산하여 

정부예산으로 투입한 사업비는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며 이를 제외한 수익금은 

사업단별 별도 계정으로 적립, 관리함(지자체 직접시행사업 포함)

정부예산으로 투입한 사업비는 해당 회계년도에는 직접사업비로 계속 재투자하여 

활용하되 연도말 정산시 매출적립금 계정으로 관리

직접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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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보고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매출 관리를 위해 소속직원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임명

하여야 함

회계관계 직원은 매출액이 발생한 날 다음 근무일까지 매출액을 금융기관에 예입

하여야 함

매분기마다 매출액에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수익금 적립통장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매출액은 정산전까지 사업비로 계속 재투자 가능

연말에는 매출액에서 결산한 정부지원사업비 만큼을 매출적립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금의 적립은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보통예금･정기예금 

등으로 하며, 수익금 적립･사용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 

사업실시기관은 매분기말 기준 사업단별 [붙임 3] 수익금 발생현황 및 통장사본을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매출금의 적립 

및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매출(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의 관리･운용에 소홀하거나 잘못이 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위탁의 취소･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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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매출액 정산 예시

<투입액> (단  : 원)

구  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부지원

예산
계 12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인건비 70만원X10명X3월 84,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사업비 정부지원예산  30% 36,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매출액>

구 분 내  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 분기별생산품 및 용역판매대금 총액 50,000,000 12,000,000 8,000,0001) 15,000,000 15,000,000 

<매출관련정산>

구 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적립금

목표액
분기별 정부지원사업비 36,000,000 9,000,000 9,000,000 10,000,0002) 9,000,000
누계 　 36,000,000 9,000,000 18,000,000 27,000,000 36,000,000

적자금액 　 0 0 -1,000,000 0 0

매출액
사용

매출액재투자
(직접사업비) 재료비등재투자금액 2,000,000 0 0 1,000,000 1,000,000
초과, 휴일
근무수당 매출액지출금액 1,500,000 500,000 0 500,000 500,000

수익금
수익금
이관액

매출액-매출적립금 목표액
(전분기미확보액포함)-
초과･휴일 근무수당-

매출액재투자액
10,500,000 2,500,000 03) 3,500,000 4,500,000

누적수익금 　 10,500,000 2,500,000 2,500,000 6,000,000 10,500,000
1) 매출액이 사업비보다 부족
2) 3분기 사업비(9,000천원) + 전분기 적자액(1,000천원) 보전액
3) 매출적립금이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수익금이관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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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자활사업 세입･세출 계정

○ 세입계정

계정코드 관 항
590000000 자활사업수익 　
590010000 　 물품판매
590020000 　 용역제공
590030000 　 매출액이자
591000000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591010000 　 매출전년도이월
591020000 　 매출적립금
591030000 　 사업단해체(From매출액)
591040000 　 매출적립금이자
592000000 자활수익금 　
592010000 　 수익금전년도이월
592020000 　 수익금
592030000 　 사업단해체(From매출액)
592040000 　 수익금이자
593000000 자립준비적립금 　
593010000 　 자립준비적립금 전년도이월
593020000 　 자립준비적립
593030000 　 자립준비적립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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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계정

계정코드 관 항
590000000 자활사업비 　
590010000 　 사업단직접사업비
590020000 　 사업단점포월임대비
590030000 　 초과근무수당
590040000 　 휴일근무수당
591000000 자활적립금 　
591010000 　 자활기업 창업자금비
591020000 　 자활사업활성화지원비
591030000 내일키움 장려금
592000000 자활자립지원금 　
592010000 자활기업창업지원비
592020000 자립출발지원금(참여기간 3년 이내)
592030000 자립출발지원금(참여기간 4년 이내)
592040000 자립출발지원금(참여기간 5년 이내)
592050000 지급신청
592060000 자립준비지원금신청
592070000 　 내일키움수익금
592080000 　 자립성과금
593000000 자활기금 　
593010000 사업단해체비(to자활기금)
593020000 　 자활기업 해체비(to자활기금)
593030000 사업단참여중단(to자활기금)
593040000 인정자활기업진출(to자활기금)
593050000 사업단사업종료(to자활기금)
593060000 　 참여자사업참여종료(to자활기금)
593070000 　 지급대상자없음(to자활기금)
593080000 　 지급사유미발생(to자활기금)
593090000 　 지급신청없음(to자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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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사용 관리현황

(단  : 천원)

사업단명 전년도 적립액
사용액 잔액

(누계)당분기 사용액 사용액누계
 계

※ 전년도 적립액 및 잔액은 총계 금액만 작성
※ 사용액은 사업단별로 사용한 금액을 작성(여러 사업단이 공동사용시 사업단명을 ʻ공동사용ʼ으로 표시

하고 사용액 기재)

Ⅳ. 수익금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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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매출액의 활용

사용원칙

연도중 발생한 매출액이 매출적립금을 초과한 경우 사업단의 직접사업비로 계속 활용

광역자활사업단을 구성하는 개별 사업단의 매출액을 광역자활사업단의 공동사업비로 

사용 가능

분기별로 매출액에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수익금통장으로 이관(수익금 정산 후에도 

나머지 매출액은 직접사업비에 재투입하여 사용)

연말에 정산하여 수익금과 매출적립금(정부지원 사업비 정산금)으로 별도 관리

  - 수익금은 매출액에서 정부지원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정부지원사업비 잔액을 

남긴 채 수익금을 적립할 수 없음

사용범위

자활근로사업단 직접사업비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용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로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며, 매출액이 최소한 초과

근무 및 휴일근무 참여자의 수당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초과･휴일근무를 실시하여 

발생된 매출액의 범위내에서 사용)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만 적용함

  - 지급액 : 기준급여(실비제외) ÷ 8시간 × 1.5 × 실근무시간

매출액이 사업비 미만일 경우 직접사업비,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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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적립금의 사용

사용원칙

전년도 예산 정산시 매출액에서 분리된 정부지원사업비를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으로 사용

  ※ ’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
  - 매출적립금은 수익금보다 먼저 확보되어야 함(수익금은 매출액에서 정부지원사업

비를 제외한 금액임)

  - 전분기 수익금 정산시 매출액이 정부지원 사업비 보다 적을 경우 수익금을 적립할 

수 없으며, 다음분기 수익금 적립을 제한하거나 연도말 정산시 적립된 수익금을 

손실된 매출적립금 만큼 이관하여 매출적립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

매출적립금의 사용비율

구 분
내일키움
장려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사용단위 중앙자산키움펀드
(중앙자활센터)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 공동사용

사용비율 20% 60% 20%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장려금 지원

자활기업창업자금

◦공동 교육비, 전문가 인건비, 
사업단 경영 및 마케팅 개선
지원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이 공통 활용
하는 비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사업경비(인건비, 운영비 사용
불가)

충당･적립 시점 분기말 당해 연도말 당해 연도말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 적립시점 - 사업단 종료 다음해 연도말

매출적립금은 별도로 정한 사용범위와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은 중앙

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매출적립금의 사용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사용비율의 범위와 항목안에서 “사용

사유, 필요성 및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보장기관에게 사용 7일전까지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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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사용결정을 하고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자활

기관협의체에 사후보고)

  - 보장기관은 사용신청에 대하여 필요성 및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금액을 증감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사용내역에 대하여 분기별 매출액현황 보고시 별도로 보장기관

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용의 제한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은 자활근로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자활근로사업 자재비 등 직접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계획서에 의한 소요예산(정부

지원사업비)과 매출액의 재사용의 범위내에서 집행함이 원칙이며, 매출적립금 또는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음

사용범위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조성

  -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장려금의 100%를 펀드에 적립･이체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60%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단별로 관리

  - 매출적립금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및 

점포임대료 등은 센터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

  - 지역자활센터가 자활기업을 관리하는 3년간 인정요건을 유지한 경우 지자체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일부부담*을 통해 명의전환 가능

    * 현금성 자산(전세자금, 부동산 등)은 명의전환 불가하며 자활기업 폐업시 현금성 자산 전액
(100%)은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조성(환수), 기타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감가
상각 및 내용연수에 따라 일부부담액 결정

  - 창업에 소용되는 점포임대,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운영자금(초기 1년간 인정) 

등 사용 가능, 인건비 사용불가

  - 자활기업 창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의 업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예: 주거복지사업단에서 도배자활기업, 인테리어자활기업 등으로 창업하는 경우 

인정가능 하나, 주거복지사업단에서 청소자활기업, 세차자활기업 등 유사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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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기관은 다음 사용기준내에서 창업에 실소요금액을 검토하여 사용액 결정

   ･ 사업단 구성인원의 2/3 이상 자활기업 전환 : 창업자금의 100%이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단 구성인원의 1/2 이상 자활기업 전환 : 창업자금의 70%이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단 구성인원의 1/2 미만 자활기업 전환 : 창업자금의 50%이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

   ･ ʻ사업단 구성인원ʼ의 기준 : 자활기업 창업 전월로부터 최근 6월간 평균 참여자 수

(사업단의 사업종료 전월로부터 최근 6월간 평균 참여자 수)

  - 자활기업 전환 시 필요경비와 지급가능 금액 중 적은금액이며 창업 1년 경과 후 

정산하여 잔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20% 범위 내 사용

  - 공동교육비, 전문가 인건비, 사업단 경영 및 마케팅 개선지원 비용, 자활사업 개발비, 

자활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차용예산, 자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하자

보수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비용(건당 300만원 이하), 사업단 운영으로 발생

하는 각종세금, 점포월임대료(자활기금으로 지원 받은 전세점포 임대에 한함) 등으로 

사용

  -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월 임대료가 아닌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계약

기간까지만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환원

  - 자활사업 차용예산은 자활사업예산이 교부되기 전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지역자활센터가 매출적립금에서 차용(借用)하여 집행하고, 차용집행한 금액은 예산

교부 후 지체 없이 매출적립금으로 반환

  - 참여자 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 등의 간접경비 또는 재료비 등 자활사업의 직접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상기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자체 승인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다만, 권리금 등 법령에 
위반될 경우 불가)

      예) 복지부, 시･도 주관 자활박람회 등의 참가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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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금의 사용

사용원칙

성실한 자활사업 참여와 수익금 발생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유인 제고

ʼ09년까지 적립한 수익금은 매출적립금 중 사업단이 관리하는 자활기업 창업지원금

으로 전환

ʼ12년 12월말까지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사업단의 자립준비적립금 및 자립

출발지원금으로 지급

  - 자립준비적립금은 적립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고, 

이 기간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 자립준비적립금 외에 여분의 수익금이 있을 경우 ʼ13년 1년에 한하여 자립출발지원금을 

지급(ʼ14년부터 자립준비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은 수익금 사용 잉여금이 됨)

ʼ13년 1월 1일 이후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으로 사용

사용범위

ʼ12년말까지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

  → 기존 자립준비적립금 및 자립출발지원금으로 사용

ʼ13년 1월 1일 이후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으로 사용

수익금의 사용비율(ʼ13년 1월 이후)

구분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사용단위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별 관리
사용비율 50% 50%
적립한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월 15만원×12개월 사업단 참여자수×월 15만원× 12개월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수익금 지원 사업단 참여자에게 수익금 배분
지원시점 내일키움통장 지원 요건 충족시 분기별

* 수익금 중 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의 적립한도를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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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수익금 사용 잉여금)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시 참여

자의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추가지급시 수익금 사용 잉여금을 활용 가능

  * 이 경우, 매출적립금 중 자활기업 창업자금 사용방법 및 기준 준용
사업단 해체시 상기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으로 적립

  * (적립비율) 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서울) 4:6, (지방) 7:3
사용변경

구 분 2009 2010~2012 2013 2014

수익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사업단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
◦자활기금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간접경비
◦자활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차용 예산
◦자립준비적립금

◦자립준비적립금
◦자립출발지원금
   (차등지원)
◦자활기업 창업

자금
◦자활기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자활기업 창업

자금
◦자활기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자활기업 창업

자금
◦자활기금/중앙

자산키움펀드

내일키움수익금

※ ’13년 1월 이후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부터 지급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내일

키움수익금으로 지원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지원하고, 연말정산 완료 후 100% 지급

자립성과금

※ ’13년 1월 이후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부터 지급
자립성과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하되 참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분기 처음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참여*시 자립성과금 100% 지급

    * 모두 참여는 사업단의 분기 실제 근무일수 대비 병가, 결근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 한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적용(4일 이상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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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월차는 자립성과금 지급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 분기 동안 모두 참여하지 않고 분기 중간에 참여하거나 종료시 해당 사업단에 실제 

참여한 날이 40일 이상시 자립성과금의 50% 지급

  - 실제 참여한 날이 40일 미만 시 자립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시) 자활근로사업단의 1분기 실제 근무일수가 66일 이고

  - 참여자A가 병가 1일, 결근 1일을 사용･발생시키고 실제 64일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분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적용하고 자립성과금의 100% 지급

  - 참여자B가 병가 4일, 결근 1일을 사용･발생시키고 실제 61일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분기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고, 40일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자립성과금의 

50% 지급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

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으로 매 분기 다음달에(4･7･10･1월) 자활급여 지급 시 지급

하되, 1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 자립성과금의 90% 금액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 금액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완료 후 남았을 경우 1월 급여지급시 지급

  * 분기별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자립성과금 10% 금액에서 매출
적립금으로 충당

  ※ 연도 중 사업단 종료자(연말 종료자 제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자립
성과금 10%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자립성과금 분배시 참여자 각각의 지급받을 비율을 합한 비율로 자립성과금을 나누고

  - 나눈 금액을 참여자 각각의 비율만큼 곱한 금액의 90%를 해당분기 다음 달 급여 

지급시기에 지급

(예시) 자립성과금이 45만원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단 참여자 수가 6명,  자립성과금을 100% 

지급받는 사람이 4명, 50% 지급받는 사람이 1명,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1명일 경우,

  - 450,000원을 450%로 나눈 금액 1% = 1,000원

   ･ 100% 지급 대상 4명 : 10만원(1,000원×100%)의 90%인 9만원 지급

   ･ 50% 지급 대상 1명 : 5만원(1,000원×50%)의 90%인 4만 5천원 지급

분기별 가정산 시 수익금이 발생하면 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을 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 다음 분기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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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분기 정산 시 매출액이 매출적립금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전분기 수익잉여금을 

이월하여 매출적립금을 먼저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

으로 사용 가능(단, 소급 적용은 불가)

<참고> ’12년까지 발생한 수익금의 자립준비적립금 지급

 자립준비적립금

 (1) 대상범위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급자･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함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는 사업단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 수익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며, 

도우미방식의 사업은 적용제외

  ◦재원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적립하고 있는 수익금으로 함

 (2) 적립금의 지급

  ◦적립금의 지급은 2회(개월) 이상 적립 후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

    - 2회(개월) 미만 적립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적립금의 일부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급사유(적립금의 전부 지급)

    - 2회(개월) 이상 적립 후 참여자가 아래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4개월 이내에 

자립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해당)

     ･탈수급, 취업･창업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근로능력판정 결과, 연령초과)

     ･학교 입･복학(방송통신대학, 대학원, 사이버대학 제외)

    - 적립기간이 2회(개월) 미만이라도 인정자활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자립준비금을 수급자가 수령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

 (3) 적립금의 지급방법

  ◦적립금의 지급은 지급 신청 후 1월 이내에 참여 종료월까지 정산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함

  ◦신청인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지급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사업실시기관은 ｢신청내역과 지급액 등｣을 명시하여 보장기관으로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보장기관은 자립준비적립금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

실시기관으로 ｢지급사유 해당여부･지급금액･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지급결정을 통보

하여야 함

  ◦자립준비적립금을 지급 받은 자가 3월 이내 자활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 자립준비적립금 

전액을 반납하며, 3월 초과~6월 이내에 복귀하는 경우 50%를 반납

    -자립준비적립금의 반납은 참여기관에서 처리

    -자립준비적립금의 반납은 재참여 후 지급하는 자활급여에서 분할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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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

  ◦ 2회(개월) 미만 적립된 금액

    -보장기관,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이 종료된 경우

    -참여자가 사업참여를 종료한 경우(수급권 탈피･조건불이행 등)

  ◦ 2회(개월) 이상 적립된 금액

    - 2회(개월) 이상 적립하였으나, 지급할 대상이 없는 경우

    - 5년 동안 적립하였으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립준비적립금을 지급 받은 자가 자활사업에 재참여하여 반납한 경우

    - 2회(개월) 이상 적립하였으나 사업단 참여종료 후 4월 이내에 지급신청하지 않는 경우

    - 4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역자활센터장은 매출액 분기보고시 보고하고, 연말 
정산시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자립출발지원금 지원제도 폐지

   (단, ’12년까지 발생한 수익금의 자립출발지원금은 ’14년부터 지원제도 폐지)

5 매출액 등의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의 자활

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3)

  ※ 단, 이 경우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나누어 조성(중앙자산키움
펀드 : 자활기금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 적립)

매출적립금(기존의 수익금 포함)으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이 해체된 경우의 

자활기업의 매출적립금품(수익금품 포함)

자활기업 창업 후 발생한 이윤(수익금)은 구성원이 균등 배분하며, 매출적립금(수익금

포함)에서 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은 현금･물품 및 자활기업의 월세, 물품대금, 기타채무 

등의 정산 후의 잔액은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환수함

현물의 경우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을 타 자활기업나 

사업단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조례)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처리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단의 해체시 차량 등 재산은 타 사업단이 활용하도록 하거나 

매각할 경우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환수함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Ⅲ.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 143

Ⅲ.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1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지역사회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근로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 상호출자의 조합방식 운영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미래의 창업에 

대한 비젼 제시로 상대적인 저임금 등 제약요인을 극복

자활기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상위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참여자는 관할 시･
군･구 지역 거주자에 국한하지 않으며, 사업실시지역은 관할지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있음

  - 자활기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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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의 자활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업의 비숙련도 및 창업경험이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인별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기업 사업 준비단계에 참여한 경우에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봄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기간설

정 등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단계별 자활경로(예시)

보장기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기술향상･경험축적 등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존 자활기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활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

  - 자활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자활센터는 기관당 최소 3개 이상의 자활기업 

설립 및 관리*를 목표로 추진

    ※ 이 경우, 자활기업의 관리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의 관리를 의미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Ⅲ.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 145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동 요건은 시･군･구청장이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한을 정하여 유보 

가능

  -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로 

처리하지 않고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행복e음 자활

지원계획수립시 조건부수급자로 처리)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사업특성상 사업자등록이 곤란한 경우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함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예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인정(지원대상의 결정)

(1) 인정요건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기존 자활기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정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3월의 수익금 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자활기업 전환 후 월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

하여야 함

  - 이 경우 수익금은 매출액에서 자재비, 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실제 참여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임

  - 자활근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가능하고 지속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146 ─ 

  - 단, 자활근로임금수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당해 시점에서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

라도, 최근의 수익 실적의 상승추세와 생산성 향상 추세를 감안하여 자활기업으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자활

기업으로 전환 가능(자활기업 전환 시 수익금이 자체 수입이 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되는 자활기업이 아닌 신규로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경우

에는 구성 후 3월내에 평균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권고사항>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임금이상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

※ 자활기업 참여 수급자에 대한 임금은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배분을 통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수익금의 별도적립은 인정되지 않음(다만, 자활기업 자체 발전을 위한 수익금의 적립은 

기업체의 ‘사내유보’에 해당하며, 수익금 배분 후 적립 가능)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자활근로사업단이 수행한 업종 및 업태와 동일하여야 함(자활기업 지원기간 동안 

지속요건)

  - 자활기업 전환 시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경우에도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은 자활기업 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되는 자활기업이 아닌 신규로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절차

자활기업 중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

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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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①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② 사업계획서(최근 3월

간의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③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④ (필요 시) 기술･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 ⑤ 기타 관련서류

시･군･구청장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시･군･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군･구청장 명의의 자활기업 인정서를 발급

  - 해당 자활기업은 동 자활기업 인정서를 지자체 사업 우선 위탁 시 증빙서류로 활용

<자활서식 10호> 자활기업 인정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은 인정된 자활기업의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지원대상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활기업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창업 지원

  -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 지원(매출적립금 지침 참조)

  - 매출적립금 지원시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

명의로 관리하며, 자활기업 지원기간 종료 후 자활기업 일부 부담을 통해 명의를 

자활기업으로 전환 가능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지원

국･공유지 우선 임대

  -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자활기업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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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보장기관은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참조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

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

지원기간이 경과한 자활기업에 대해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ʻ지원

대상 자활기업 인정ʼ 요건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

  - 자활기업 추가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함(최초 결정일 기준 4년 또는 5년)

  - 다만, 최초 자활기업 참여 시 수급자였으나, 자활기업 참여 중 탈수급한 참여자가 

계속 참여 중인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

보장기관 및 지역자활센터는 원칙적으로 ʻ지원대상 자활기업ʼ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만 

관리하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활기업에 대한 관리 종료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관리 대상자(수급자)가 없는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현황 관리

보장기관은 2년의 지원기간이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여 수급자의 수급제외 또는 

적정한 임금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자활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종료하여야 함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1) 목적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함

  - 자활기업에서 인력지원 형태로 자활근로참여자를 같은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자활

근로참여자가 자활기업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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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최대한 많은 수급자가 자활기업 구성원으로 포함

되도록 유도

(2) 지원대상 자활기업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충족한 자활기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으로

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자활기업

최소한 인건비로 지원되는 금액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여야 함

자활기업 전체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기관의 결정에 의해 지원 가능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기간 및 재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 포함)

 지원기간 : 인건비 지원결정일로부터 6월(최대 2년)

   -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인건비 지원결정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6개월 단위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적절성 여부를 판단(재신청 필요)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중 자활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신청가능기간) 도과 시 처리방법

  ① 한시적 인건비 지원 결정일(재결정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신청가능기간 도과 : 6개월 지급 

후 종료

’12.7 ’14.4 ’14.7 ’14.10

자활기업 창업일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신청･결정 자활기업 창업일로 부터 2년 경과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종료
  ② 한시적 인건비 지원 결정일(재결정일)로부터 6개월 후 신청가능기간 도과 : 6개월 지급 

후 재결정, 재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급 후 종료

’12.7 ’13.12 ’14.5 ’14.7 ’14.11

자활기업 창업일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신청･결정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적정성 검토･재결정

자활기업 창업일로 부터 2년 경과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종료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150 ─ 

* (사례) ’12.7.15일 자활기업(A)으로 인정되고, 그 구성원인 수급자(a)의 한시적 인건비를 

2회에 거쳐 1년간 지원받았음. 이후 자활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14.7.14) 이전인 ’14.5
월 수급자(a)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처리 방법은?

  - 수급자(a)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결정 후 그 날로부터 6개월 지원(단, 이미 1년 지급 

받았으므로 인건비 등의 50%만 지급)

 재원 :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 보장기관은 동 인건비지원에 관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해야 함

   - 자활기업 구성원간의 급여차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자활

기업 참가자의 기술정도에 따라 자활기업 수익금으로 추가임금 지급 가능하며, 

이때 수익금으로 지급한 추가임금은 자활기업 소득공제(30%)를 적용함

②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지원기간 :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6월간

 재원 :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전환할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미확보시 자활

근로사업단에서 정산한 수익금(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 제외한 금액)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자활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

  - 2년이 경과한 경우 건전한 자활기업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 불가능

신청방법 : 자활기업 대표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신청서(고용유지확약서), 근로(고용)

계약서를 시･군･구에 제출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Ⅲ.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 151

(5) 지원내용 및 절차

지원 내용

  - 인건비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급여)

  - 기타 수당 등 : 주차･월차 수당, 실비

  - 단, 대상자의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1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100%,
(1년 초과∼2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50% 지원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초기 3개월은 100%, 이후 3개월은 50% 지원
  - 자활기업 구성원의 전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인건비 지원대상 참여자는 당해 자활기업의 성원으로서 타 구성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도록 조치

지원 절차

  - 보장기관은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계약하여 지급이 가능

  - 지원대상 자활기업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시･군･구청장이 결정함

    * 필요시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
  - 지자체가 지원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등으로

부터 근로일수 및 지급요청액 등을 통보받아 지급

  - 지역자활센터 등은 지원 자활기업 참여수급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매월(다음

달 5일전까지) 시･군･구(읍･면･동)로 통보

(6)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활기업의 의무

자활기업은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전체 구성원이 수급자 자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이상의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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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의무

  - 지원 받은 자활기업은 취업수급자의 개인 귀책으로 인한 퇴사나 자활기업 해산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불이행시 지원중단 및 지원 금액 반납)

  - 시･군･구는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의 고용유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지원한 인건비를 환수처리, 시･군･구는 자활기업에 만근을 기준

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미지급액은 정산 처리

(7)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여함

보장기관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자활기업으로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원기간 

중 수익금 발생이 원활하여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하여야 함

보장기관은 인건비의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수익성, 

재정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 지역자활센터는 해당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자활기업의 사업현황을 취합

하여 보장기관에 반기 보고

자활기업 운영시 유의사항

자활기업의 적절한 수익금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를 타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재배치하여야 함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의 경우 과도한 인원이 성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할 것

자활기업은 자발적인 운영이 원칙이나 설립 초기에는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자활기업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함

  - 수익금은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재료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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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계절별 수익금 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배분된 금액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조정(사내유보 활용)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수급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월급, 성과급 등 전체

소득 포함)을 해당 시･군･구에 다음달 5일전까지 통보

  - 해당 시･군･구는 통보 받은 내용을 근거로 당월 생계비를 조정하되, 근로소득에 

대한 30% 소득공제를 반영하여야 함

자활기업은 정관을 작성하여 자활기업 사업의 명칭･목적･내용, 조직 및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회의의 종류 및 결의, 운영원칙 및 회계방식 등을 정해야 함

보장기관은 지원중인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구성원 변경 등으로 현재 1인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 수익금으로 구성원의 인건비 배분이 불가능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사업성이 없는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시･군･
구청장은 해당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기본방향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홍보･영업･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

자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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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기업의 인정

광역자활기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준용하여 인정

하며, 인정서를 발급한다.

광역자활기업은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관할 내에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자활기업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 부합여부･사업계획･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지원방법･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함

  ①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②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경우

인정 광역자활기업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광역자활기업이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광역자활기업은 간병, 집수리, 청소, 재활용, 외식사업, 유통사업, 택배 등 광역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함

광역자활기업은 자체 정관 및 규칙을 마련하여야 함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자활기업의 경우를 준용함

  - 자활기업 창업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초수급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인건비 지원시 자활기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에 대하여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은 우선 자활기금에서 지급하고, 자활기금에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자활근로예산
에서 지원 가능

  - 광역자활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비례해서 사업비 지원(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7:3)

  - 사업비는 전문가 사용, 홍보 등 광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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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기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활사업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또는, 2개 이상의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보고사항

시･도는 광역자활기업 인정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기본방향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자활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

2015년까지 7개 전국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사업망이나 규모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전국자활기업의 인정

전국자활기업은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서를 발급한다.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필요시 민간전문기관 활용가능)

부득이 자활근로사업단과의 연계가 필요한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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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전국자활기업

인정을 받은 전국자활기업이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전국자활기업은 자체 정관 및 규칙을 마련하여야 함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의 경우를 준용함

  - 정부재정사업 발굴･연계, 전국단위 홍보･마케팅, 회계･경영컨설팅과 전문교육, 자활

사업단 컨소시움 구성 등을 통해 전국단위 광역자활기업 운영･사업지원, 그 밖의 

수급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전국자활기업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는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은 우선 자활기금에서 지급하고, 자활기금에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자활

근로예산에서 지원 가능

  - 사업비는 전문가 사용(기업당 3명 이내), 홍보 등 전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

전국자활기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활사업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음

전국자활기업의 회원 사업체 추가 및 변경은 중앙자활센터 승인을 통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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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신청서

자활기업
자활기업명 대 표 자
주 소 지                                  (전화              )

자활기업 인정일 사업자등록번호
채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원신청내용
지원기간 지원신청액
고용일자 고용확약기간

  위와 같이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대상자를 채용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          )의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고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고용유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 행복e음으로 담당자 확인
2. 첨부서류 : 근로(고용)계약서, 수익금 발생을 확인하는 서류
<작성방법>
신청인은 인정 자활기업의 대표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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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년도 자활기업 운영현황 보고서식

<00 시도명> 참여자 현황(단위: 명) 매출액현황
(단위: 천원)

자활기업 지원현황 (단위: 천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사업인건비)
그 외 지원내역

①
시
군
구

②
관
리
기
관

③
관
리
번
호

④
자
활
기
업
명

⑤
인정
일자

⑥
광역‧전국
자활
기업
여부

⑦
광역‧전국
자활
기업
인정
일자

⑧
사회
적

기업
등

여부

⑨
사회
적

기업
등

인증
일자

⑩
운
영
상
태

⑪
업
종

계

조
건
부
수
급
자

자
활
특
례

일
반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⑫
일
반
인

사
업
비

인
건
비

인원
(명)

한시
적

인건
비

⑬
창업
자금

⑭
기타
지원
유형

지
원
액

합계

- 보고서식 작성요령 -
① 지자체명 기재
② 관리기관 : 1-지역자활센터, 2-기타자활사업수행기관, 3-시군구직접운영
③ 관리번호 : 지자체 자활기업 인정시 자활기업 관리번호
④ 자활기업(공동체)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기재
⑤, ⑦, ⑨ 각 인정일자 : 00년, 00월, 00일로 기재
⑥ 광역･전국자활기업여부, ⑧ 사회적 기업 등 여부 : 1-인정, 2-준비중, 3-해당없음
⑩ 운영상태(작성년도말 기준) : 1-신규, 2-계속운영, 3-인정폐지(성립요건 불충분-자활기업 자발적 폐업), 4-인정

취소(성립요건 불충분-시군구 행정조치)
⑪ 사업명 : 1-집수리, 2-간병, 3-청소(환경정비), 4-폐자원재활용, 5-음식물재활용, 6-도시락, 7-세차, 8-영농, 

9-세탁, 10-음식점(외식), 11-장애통합, 12-산모도우미, 13-배송(유통), 15-기타 중 선택
⑫ 일반인 : 기술, 자격자, 전문가 등 명수 기재
⑬ 초기창업자금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 전환시 매출적립금 중 초기창업자금으로 지원된 금액
⑭ 기타지원유형 : 1-자활기금, 2-국･공유지 우선임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도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5-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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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 1982년 영세민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

융자대상자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다음의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생업자금 융자신청에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융자신청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융자신청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
할 자이어야 함)

※ 장애인자립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융자목적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주의 사항】
-시･군･구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따라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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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조건

생업자금융자금은 아래 위탁금융기관에서 취급

  - 국민은행 :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농협은행 :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시･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한부모 가구를 추천하는 경우 전국 농협은행
융자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4년도 97.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한도)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로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됨.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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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운용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ʼ03. 4월~)

  - 보건복지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생업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금(금리

차이)를 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융자 절차

① 생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자활서식 24호 또는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신청)

②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융자금의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조사서[자활서식 24-1호]를 작성하여, 신청 받은 서류와 함께 시･군･구

(담당사업과)로 송부

  ※ 신청 상담 시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을 미리 안내하여 부적격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계획의 조사･평가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뢰 가능
③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소득･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와 읍･면･동 조사서를 

면밀히 심사･평가한 후 생업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함

  ※ 사업과는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 조사요청의뢰 후 대상자 자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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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창업 및 사업운영능력 및 성공가능성 : 창업경험, 자격증, 창업관련교육 이수, 창업

의지 등

   ･ 개인 및 가구환경 : 부양가족수, 연령, 근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한부모 가구, “희망키움통장” 2년 이상 성실 참여자, 북한이탈주민은 우선 순위 부여로 
의지 있는 적정 대상자 선정･지원

  - 융자대상자 창업 역량 배양을 위해 취급금융기관(농협,국민은행)에서 심사 후 적격

자로 최종 결정되는 자에 한해 2주이내에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복지부 사업 대상자 전용 이러닝 홈페이지 : mw.sosang.or.kr)

    ※ 단, 최근 2년이내 창업･경영 교육을 창업훈련전문교육기관에서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에는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창업희망자가 창업을 위해 관련 직업훈련 등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 우선 “직업훈련 등을 받을 것”,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직업훈련기관 혹은 복지관내 창업과정,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훈련과정 등에 의뢰 

가능

④ 시･군･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생업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는 [자활

서식 24-2호]에 의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생업자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

하는 금융기관장에게는 금융기관 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각각 통보하여야 함(금융

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 금융기관의 융자심사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⑤ 생업자금 대여 결정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함

⑥ 금융기관은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최종 융자여부 및 융자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융자내역 : 융자대상자, 보증인, 융자금액 및 이자율, 융자일자, 거치기간 및 상환

방법, 융자결정액보다 적게 대출시 그 사유 등

⑦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금융기관의 융자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읍･
면･동에서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자활서식 25호]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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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업자금대여자에게는 상환조건 및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금 회수가 가능

함을 주지시킴

⑧ 추가융자는 기존 융자금의 연체가 없는 자로서 채무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추가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추가융자가능금액은 융자

한도액에서 기존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추가융자의 융자조건 및 절차는 

신규 융자절차에 의함

융자후 기타지원

보장기관은 창업을 위한 기술･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융자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또한, 융자 후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대학･
업체･연구소･언론기관 등으로 창업지원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거나, 지역자활기관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노력하여야 함

사후관리

(1)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대여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후부터 매 반기별로 점검

시･도는 시･군･구의 생업자금융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연 2회이상 확인하고, 생업자

금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대여금 상환여부 등 파악

시･군･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대여금 상환여부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융자내역 통보에 따라 융자가구마다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 [자활서식 25호]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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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명령

시･군･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생업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생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함

  ※ 창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4) 전출입 관리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

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5) 생업자금융자실적 제출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월별 생업자금대출실적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함

생업자금을 융자받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사항

“생업자금융자를 통한 창업지원”을 조건으로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가구별자활지원계획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기재내용 : 구체적인 사업지정(창업지원-생업자금), 사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사업기간, 실시
기관 등

조건이행여부 확인 방법

  -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부터 기술･경영지원 등 상담을 받은 경우 : 

해당기관의 장이 시･군･구(읍･면･동)장에게 통지한 내용으로 확인

  - 생업자금만을 융자받은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조건불이행 판단기준(아래의 창업 또는 창업준비활동 여부로 판단) 

  -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부터의 기술･경영지원 등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 융자결정시 조건으로 제시된 직업훈련(창업훈련)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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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물색 등 사업준비를 위한 정보수집 등 창업준비활동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융자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생업자금을 대여신청당시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중지 등의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생업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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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24호-신청]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보호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생업자금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 장애인기술훈련자금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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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창업형태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사업장  □ 있음  (              평) 
위치

 임대내용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기술
보유

현    재
종사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경력  (     년) 경력   (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 
사
업
일
정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 사 업
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월별 
 (        )
-년매출액
 (        )

신청융자
금   액 원
부족자금
확   보  □확보 □ 미확보

기술･경영
지도계획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도받고
싶은내용

※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월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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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24-1호-조사]

생업자금신청조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창업형태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사 업 명  
융자구분  □ 신규융자    □ 추가융자

 조사부문  기  준 평  가
 사업내용  타당성(적절성)

 기술보유  전문성
 경험축적 정도

 사업일정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기술･경영지도계획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극성  

 근로능력･자활의욕  창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의    견  □ 적합      □ 부적합     □ 기타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귀하
※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 의견
결  과   □ 적합      □ 부적합     □ 기타
사  유
서  명     시･군･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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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24-2호] - 공통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 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월간

융 자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융자기관 (전화 :              )

추천유형 □ 생업자금(□ 한부모 가구, □ 기타 저소득층 가구)    □ 장애인자립자금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생업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문의전화번호:

                     귀하

구비
서류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신청인 또는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신청인 또는 보증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추천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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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Ⅳ-1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

※ 세부사항 별도 지침 참조

◇ 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시범사업으로, ’09년 부산, 경기지역 2천명 대상으로 첫 실시

◇ ’10년 인천, 전북 및 ’11년, ’12년 대구, 광주, 강원지역 등 7개 지역 4천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지역,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13년 희망리본 전국 실시

의미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관 성과예산 지원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및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참여자 : 전국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지원(’14년 12천명 대상)

조건부수급자 중심으로 수행하되, 조건부과유예･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자활

근로사업 장기체류자, 노숙인 등은 집중서비스지원 참여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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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본-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 연계도】

서비스내용 : 기초상담,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3단계 서비스 지원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 실시, 근로역량 제고 및 근로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기초상담(1단계) 맞춤취업준비(2단계) 취업알선(3단계)

대면상담 등 통해 여건 및 
욕구 파악 후 ‘개인별 
자립경로’(IAP) 수립

참여욕구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 돌봄･가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구인처 발굴, 맞춤알선, 
면접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인프라 : 공개경쟁 참여, 2+1년 일몰제 적용

(공모) 시･도 또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한 법인 공모를 원칙

(계약) 광역지자체, 참여기관 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사업평가 후 1년 

계약 연장

(성과모델) 전략적 행동(creaming & parking) 방지 및 취업난이도, 참여기관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가속모델(Target accelerator) 적용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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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기본급

취업 성과급 취업유지 성과급 (수급자)  탈수급
(차상위자)소득규모1개월 6개월

120만원
* 2･3차년도
103만원

10≤취업률(전체대상)<20% 10만원 유지율(전체대상)<10% 30만원
70만원20≤취업률<30% 30만원 10≤유지율<20% 60만원

30≤취업률<40% 50만원 20≤유지율<30% 90만원
40≤취업률 70만원 30≤유지율 120만원

사후관리

중앙 단위 ʻ중앙희망리본본부ʼ 설치･운영을 통한 희망리본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컨설팅 체계 구축

【희망리본사업 추진체계도】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Ⅳ-2.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 175

Ⅳ-2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14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등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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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활 촉진 프로그램

Ⅴ-1 자활장려금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

추진 목적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ʻ자활장려금ʼ의 

형태로 구분 지원하는 제도

  -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실현의 중요한 

전제

추진 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동시에 학생,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하여 10~15% 소득공제 실시(ʼ00.10)

청와대 ʻ중산층서민대책회의ʼ 후 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ʼ02.9)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자활소득공제 실시(ʼ04.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범위 확대(20만원 초과 자활소득의 30% → 자활

소득의 30%)(ʼ05.4)

자활근로 중 근로유지형에 대한 자활장려금 지급 제외(ʼ08.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여자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30% → 50%)(ʼ10.7)

  ※ 학생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참여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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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

(1) 자활소득공제 대상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대상자 :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 및 자활기업 참여자

  - ʻ자활기업ʼ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자활장려금 지급 제외자 :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실비제외, 주･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30%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2)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금액 산출방법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원방식) 자활사업(근로유지형을 제외한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얻은 

자활소득 30%(A)를 지급하되, 생계급여 기준(B)과 연계

    ⇒ A ≤ B인 경우 A, A 〉B인 경우 B를 지급

      ※ 생계급여기준 = 현금급여기준- 해당 가구의 주거급여액
      ※ 자활장려금 계산 예시(붙임과 같음)

자활장려금 지급일 : 매월 20일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하되, 자활사업 참여 조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 지급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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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방법

국고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고보조금 연간배정계획을 참고

하여 매월 5일 전까지 월별로 제출하여야 함

  - 단, 보건복지부가 달리 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국고보조금 배정액 및 배정방법 : 월별 배정 원칙

  -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교부하고, 국고보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집행현황 및 소요예산 현황을 파악하여 월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이를 감안

하여 조정･배정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자활장려금(구. 자활소득공제)사업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정산보고

집행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매월말 집행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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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활장려금 계산 예시(’14년 기준)  

(단  : 원)

구  분 내  용 예시1 예시2 예시3
현금급여기준 2인 가구 기준 831,026 831,026 831,026

  주거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전체소득인정액)
×19.3% 100,558 73,538 46,518

  생계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전체소득인정액)
×80.7% 420,468 307,488 194,508

자활급여(A) 300,000 500,000 700,000
  자활급여의 70%(0.7A) 210,000 350,000 490,000
  자활급여의 30% 90,000 150,000 210,000
별도소득인정액(B) 다른 가구원의 수입 등 100,000 100,000 100,000
전체소득인정액(0.7A+B) 310,000 450,000 590,000
주거급여(C) 주거급여기준과 동일 100,558 73,538 46,518

생계급여(D)
생계급여기준-자활급여의 30%

* 단, 생계급여기준이 자활급여의 30% 
보다 낮을 경우, 지급액은 0원

330,468 157,488 0

자활장려금(E)

자활급여의 30%
* 단,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기준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자활급여의 30%가 
생계급여기준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
금은 생계급여기준과 동일
자활장려금 = 0.3A-{A-(현금급여기준
-주거급여)}-B

90,000 150,000 194,508

정부지원금(A+C+D+E) 821,026 881,026 941,026
가구전체 수입
(A+B+C+D+E)

(현금급여기준+자활급여의 30%)와
동일 921,026 981,026 1,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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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1 추진배경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일하는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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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 세부 사항 별도 지침 참고

지원내용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지원

  ①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기준)

  ③ 3년내 탈수급시 민간매칭금 일괄정산･지급 및 적립금 전액 지급

(단, ’14년 신규 가입가구부터 민간매칭금 미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소득 - (최저생계비×0.6)】× 0.85(장려율)

① 신청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할 것

② 장려율 0.85 :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 보다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으로,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 ’13년 신규 가입가구의 장려율을 0.85로 적용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장려율을 1.05로 적용)

  ex> 소득 100천원 증가시, 생계･주거급여 81천원 감소 but 근로소득장려금 85천원 증가
③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단,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천원으로 적립할 것)

  ex>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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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장개설 후 첫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시 소득,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를 것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ʼ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즉,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

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됨

    ex> ’13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572,168 - (572,168 ×0.6)] ×0.85 = 194,538원 → (반올림시) 195,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1,890,472원

  ⑥ 지자체 자활기금 및 지방비를 통한 추가 매칭 가능(자자체 별도관리)

민간 매칭금 지원

① (2014년 가입가구) 민간매칭금 미지원

② (2013년 가입가구) 2013년 가입 기간 1:0.5, 2014년 이후 가입기간 1:0.2 매칭지원

  예) 2013년 1차(3월) 가입자 36개월 납입(근로소득 장려금 36개월 발생)시
    → 10개월(’13년 가입기간) × 5만원 + 26개월(’14년 이후 가입기간) × 2만원 = 102만원
③ (2012년 이전 가입가구)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월10

만원)의 1:1매칭 지원하되 탈수급 해지 시 일괄정산･지급(이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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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원 기준

구분 (단위: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62,041 616,450 797,470 978,492 1,159,513 1,340,533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05,000 349,000 452,000 554,000 554,000 554,000 

旣(’10~’12년)
가입가구 253,000 432,000 558,000 685,000 812,000 938,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 ’13년 이후 가입가구의 장려금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적용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장려금율을 1.05로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150%)까지 지원가능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

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① (적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사통망상 소득 활용

 ▸ 소득이 대상기준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미지급. 단, 본인

의사에 따라 저축 유지는 가능

 ▸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정부･민간매칭금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신청당시는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 진행 

도중 자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된 경우, 그 달부터 적립 중지 신청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 중지 기간은 상시, 임시, 일용직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② (중도해지)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전 중지 신청 없이 상시근로자, 임시 

･일용직 구분 없이* 5월 연속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연속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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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시 사업대상 유지는 가능하며, 소득(자격요건상 근로･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후부터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선*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

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189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 ’12년 이전 희망리본사업 참여기간 중 취･창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의 가구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 기 소득상한에 관계없이 3년간 적립 적용한 가구는 통장 만기까지 적용

 ▸ 탈수급 후 해지 시 적립(본인+정부+민간)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해지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에 1회(15일까지) 

제출받아 확인(ʻ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ʼ 준용)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수급 재신청시 동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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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내일키움통장 사업

※ 세부 사항 별도 지침 참고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급자･차상위 포함)

*
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저축

    * 사회서비스형 중 요건(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미충족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근로
유지형 제외

  - (요건) 3년 이내 일반 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ʻ내일키움 장려금*ʼ(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0.2 매칭 지원) 

및 ʻ내일키움수익금ʼ 지급

    *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주요 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②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 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매칭 지급)

  * 가입 첫달 적립,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③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5만원)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에 대한 이자 없음
(예시) 내일키움통장 월 10만원 상품 가입자의 지원 예정 금액(시장진입형 참여자)

① 최  지원액
본인 축 10 +월 내일키움장려  10 +내일키움수익  15 = 월 35만원

 ⇒ 3년간 약 1,300만원

② 평균 지원액
본인 축 10+월 내일키움장려  10 +내일키움수익  8 = 월 28만원

 ⇒ 3년간 약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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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ʼ14.7월~)

  -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1매칭 지원(ʼ14년 1만가구 모집 예정)

  - 시･도에서 민간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시･도 

자활기금(자체 일반예산)에서 지급

    *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통보(’1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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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5조, 제26조

1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 주거 현금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사업내용

(1)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의거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의 제공

(2) 사업대상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자가가구 등”의 범위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

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

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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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가구는 본인이 자재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능

  -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일반가구의 유료집수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공사

사업 등을 병행 실시하여 수급자의 자활자립 제고

(3) 주거 현물급여 지급 방법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2014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단  : 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 급여 28,000원 48,000원 63,000원 77,000원 92,000원
※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5,000원 추가

  - 가구별 주거급여액이 현물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현금급여로만 

실시

    예) 산출된 주거급여액이 30,000원인 1인 자가가구 : 현물급여 28,000원, 현금급여 2,000원 실시
    예) 산출된 주거급여액이 10,000원인 2인 자가가구 : 현금급여 10,000원 실시(현물급여 미실시)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ʻ주거복지

사업ʼ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현물로 지급함

본인 부담, 지자체 자체예산(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등), 후원금･이웃돕기 성금 

등을 추가 활용하여 주거현물급여(집수리)를 실시할 수 있음

  - 타 부처의 집수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현물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3년간 

지원이 제한되도록 규정

  - 단, ʻ타 부처 연계지원 세부 운영방안ʼ을 준용하여 시공할 경우 타 부처 집수리 사업

과의 연계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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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의 재원(부처연계사업 또는 부처 및 민간자원 연계사업)으로 시공시 공사비 

중복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집수리지원은 ʻ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ʼ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지역자활

센터를 통해 추진

  -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전국자활기업을 활용하거나 민간공익단체 및 

민간사업자에 의한 집수리를 실시할 수 있음

전문시공의 경우 자격보유자(업체)에 의해 시공되도록 관리하고, 위탁받은 사업의 

타 업체 일괄하도급은 없도록 관리

  - 자격보유자가 없을 경우 해당 시공에 한해 전문업체 별도 의뢰 가능

  - 일시적인 보수형태의 시공은 지양하고 근본 문제해결을 위한 시공을 원칙으로 함, 

이를 위해 타 부처 연계 및 복합시공 적극 활용

    ※ 집수리 지원시 건설산업기본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할 것
주거현물급여 주기는 3년에 1회 기준으로 집수리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주거현물급여(집수리)계획을 수립하되, 집수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반드시 3년에 

1회 집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

(4) 타 부처 연계지원 세부 운영방안

공사기간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연계지원 가능

  - 타 부처와의 연계 및 복합시공의 경우 동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5일이내 

공사기간의 연결을 통해 효율성 제고

지자체 내 해당 부서간 공사비 중복신청 여부 및 시공내역 교차 검수

  - 지자체 동일 부서에서 각 주거복지사업을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부서간 대상자 및 공사이력 공유를 통해 중복 및 누락 확인

주거현물급여 공제대상 전체 규모를 감안하여 연계 계획 수립

  - 주거현물급여 공제금액 및 주거복지사업간의 예산 규모를 감안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 실시

동일 업체를 통해 시공비 절감을 도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수업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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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비 절감을 위해 ʻ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ʼ을 적극 활용하고 복수업체 시공의 경우

에도 자재나 인력활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 낭비 방지

    ※ 지자체는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검토시 관리･감독 철저

(5)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

가구당 주거현물급여의 상한금액은 220만원으로 정함

  - 현물급여의 취지와 주거복지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상한액을 

적용

  - 가구당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되, 최대 220만원의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토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량을 책정하여야 하며, 과대 계획으로 

가구당 집수리 금액의 부족 사례 방지

  - 주거현물급여예산외의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추진

가능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현물급여 예산과 별도관리

사업추진방법

(1)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주체는 시･군･구청장임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군･구는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거복지관련 전국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 위탁

  - 자활기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위탁

(불가피한 경우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 가능)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지역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으로서 주거복지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개인) 등에 공모를 

통한 위탁

  -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의 주거복지사업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위탁 가능

민간위탁이 어렵거나 지역별 특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주거

복지사업단(시장진입형 또는 사회서비스형)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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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실시 단위

시･군･구 단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접

지역의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광역단위로 실시 가능

  - 광역사업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수행 가능

  - 광역사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 시･군･구 및 사업실시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광역사업단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주거복지사업 위탁규모, 광역사업 운영지원, 사후관리 등 광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3) 사업시행 방법

당해년도 1월부터 연중 사업을 중단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전년도 12월중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대상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위탁절차를 추진

① 시･군･구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관련 예산확보 및 집행에 적합한 과목으로 

변경

  -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위탁 및 직접 시행에 따른 지출에 적합한 과목으로 변경 : 민간

이전(307), 민간위탁금(307-5), 시설비 및 부대비(401) 등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은 연도내 전액 주거복지사업 실시비용

으로 집행(이월사용 불가)

② 선정된 주거현물급여(집수리)대상가구 등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 및 평가 실시(시･
군･구 및 지역자활센터 등)

  - 시･군･구(읍･면･동)가 직접 주거현물급여(집수리)대상가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또는 사업수행자인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조사 실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합동조사 포함)

* 조사의 역할을 사업수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 시･군･구(읍･면･동)는 전년도 12월까지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대상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실시기관에 수요명단 및 주택수리신청서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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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평가에 따른 방법, 절차, 비용, 기간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 시･군･구(읍･면･동) 및 사업실시기관은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점검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주택점검 및 관리카드 서식 : [붙임 2] 참조
③ 점검결과 통지 및 주택수리 신청서 접수 또는 신청 없이 소요대로 집수리지원 제공

  - 점검결과 통지 및 접수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원발생 

예방

  - 집수리가 필요한 자가가구 등의 신청을 받을 경우 구두 또는 주택수리신청서를 활용

하여 신청을 받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며, 사업실시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는 시･
군･구(읍･면･동)에 통보(주택수리신청서 서식 : [붙임 3] 참조)

④ 당해년도 및 연차별 주거복지계획 수립(시･군･구)

  - 추진 가능한 자가가구 규모와 예산액 등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및 연차별 주거복지

사업 계획 수립

⑤ 매년 말 다음 연도의 집수리 우선순위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상기 주택상태 조사･평가결과, 신청 등을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

  - 차년도 주거복지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순위 내용 반영

⑥ 긴급 집수리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로 시･군･구청장이 시행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

  - 필요시 당초 위탁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건으로 위탁 실시도 가능

⑦ 시･군･구는 지역자활센터 등과 일괄 위탁계약

  - 시･군･구는 주거복지관련 전국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 위탁 

계약하고 해당 기업이 없는 경우 주거복지사업단에 위탁계약

  - 시･군･구는 집수리 대상가구 및 예산액 규모 등을 지역자활센터 등에 사전 안내하고, 

집수리 수탁기관 등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

    ※ 사업신청서 서식 :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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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군･구는 월별로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실태를 보고하고 필요시 대상가구 

및 위탁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시행기관 등은 주거복지사업 추진결과를 월별로 시･
군･구에 통보

  - 시･군･구(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시행기관)는 위탁 대상가구의 여건 등으로 

공사를 연도 내에 실시할 수 없거나 대상가구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총 위탁금액 조정 가능

    ※ 주거복지사업 결과보고 서식 : [붙임 4] 참조
⑨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시행기관은 집수리를 실시한 대상가구에 대하여 만족도, 

하자보수･개선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집수리로 인한 민원발생에 

주의를 기울일 것

(4) 위탁계약 및 정산

수급자 가구의 특성, 소규모 및 다량의 집수리공사 등으로 사전에 건별 원가계산 및 건별 계약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일괄 위탁 계약을 통한 사업 수행(단, 사후 정산시엔 건별 정산을 

포함한 총액 정산)

시･군･구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물량 및 예산액 등을 주거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시행기관(등)에게 일괄 위탁

  - 지역 특성 및 집수리 추진상황 등에 따라 반기별로 위탁계약 체결 가능

위탁계약 종료 후 정산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시행기관 등은 공사견적서 및 내역서, 공사 사진, 세금

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산･반납보고(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정산･반납보고)

시･군･구(사업실시기관)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회계관리를 별도로 

철저히 수행토록 하여 사후정산･반납 보고에 대비

  - 특히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단체(기관)에 대해서는 정산･반납 보고하여 사업을 종료

하는 것임을 사전에 설명하여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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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범위

(1) 사업물량

당해연도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자가가구 등의 집수리사업 대상가구

시･군･구는 1년 1회이상 주택상태조사･평가 등 종합점검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당해

연도 집수리물량을 확정

  ※ 위탁 대상 자가가구 등의 규모와 예산액 산출 예시 : [붙임 5] 참조
긴급집수리를 요하는 경우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긴급집수리 필요성에 대한 사실복명서에 의해 시･
군･구에서 결정하여 위탁 및 직접 집수리 실시

  - 주거복지사업 위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건으로 위탁절차에 따라 추진 가능

(지역여건에 따라 위탁절차를 간략하게 조정 가능)

(2) 집수리의 범위

사업수행기관(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수리대상 수급자 등과 협의하여 집수리범위를 정하고 

견적서 작성 후 대상가구의 동의를 받아 추진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수선을 

포함하여 다음의 범위로 함

  - 건축 :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둥, 담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창문

  - 설비 : 난방, 급수･배수, 전기･전화･가스, 위생(변기, 욕조 등), 환기･배연, 소화, 

쓰레기

  - 기타 : 장식물(샤시, 커튼 등),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등

구조위험,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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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내  용

1. 구조안전 지붕, 벽, 기둥이 불량하여 등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2. 화재위험 전기배선, 가스안전, 누수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을 경우
3. 건강관련 단열, 난방, 급수･배수, 습기, 채광 및 환기가 불량하여 건강상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
4. 노인･장애인 관련 문턱제거, 안전대 설치 등 노인과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선
5. 생활편의 및 미관 도배･장판이나 샤시, 커튼 등 환경개선을 위한 수선

※ 주택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시 상기 우선 순위를 참고하여 1, 2번은 1순위, 3, 4번은 2순위, 
5번은 3순위로 할 수 있음

【주택점검표 예시】

분야 내  용 점수

구조안전
기초, 토대, 기둥 또는 들보의 노후, 부패, 파손, 또는 변경이 심해 붕괴의 
위험이 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벽이 쉽게 부서진다. 80
지붕누수로 천장이 내려앉았다. 벽의 균열이 심하다. 기둥이 기울어졌다. 75
지붕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벽에 약간의 균열이 있다. 기둥이 기울어졌다. 40

화재위험
전기배선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콘센트 덮개가 없고 주위에 누수흔적이나 
곰팡이가 많이 있다. 가스관이 집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30
전기배선이 노출되어 있으며 콘센트 주위에 누수흔적이 있다. 
벽이나 장판이 연소 우려가 있다. 25

건강관련
난방시설과 급수시설이 없다. 전용화장실이 없다. 전용 부엌이 없다. 25
난방시설과 급수･배수시설이 불량하며 재래식 화장실 사용한다. 20
문과 창문의 상태가 불량하다. 채광･환기가 불량하며 습기가 심하다. 15

노인･장애인 
관련

문턱이 높아 거동이 불편하고 화장실과 욕실이 미끄럽다. 15
욕실이 필요하지만 목욕시설이 없다. 싱크대 등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 10

생활 편의
및 미관

도배, 장판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10
도배, 장판의 상태가 약간 불량하고 샤시가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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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공사의 평가 및 비용산정

①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평가

 공사 전

   - 사업자는 해당 가구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와 협의하여 집수리범위를 

정하고 견적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구함(견적서에 서명 또는 날인)

     ※ 공사 전에 수선할 곳과 가옥전면사진 등을 촬영
   -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공사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등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공사 전에 필요한 경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함

 공사 후

   - 해당 가구 대상자의 공사내용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서* 작성(견적서 등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6] 참조 : 주거복지관련 자활기업 및 사업단은 주거현물급여를 포함한 모든 개량
사업에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반기별 자체(분석)서식으로 보고 

   - 집수리한 곳 등에 대하여 공사 중･공사 후 사진 촬영

   - 전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 서비스에 대한 확인

    ･ 시･군･구(읍･면･동)로부터 필요여부 확인

    ･ 사업단에서 수행

    ･ 광역사업(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단에서도 수행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집수리결과(가구 수, 금액 등)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월별 보고

②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산정

 공사견적서의 공사비 산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공사비용

산출방식(원가계산 등)”에 준하여 비용 산출

   - 지자체별로 별도로 공사비 관련 규정(조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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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산출 방법

   - 자재비(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실거래 가격(“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자료를 참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6%, 일반관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의 6%,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15%, 부가가치세는 총

공사원가의 10%로 함(단,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자활근로사업비에서 노무비와 일반관리비와 

경비를 사용할 경우 이윤과 부가가치세만 적용)

※ 각종 공사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비용으로 산출 할 수 있음

2 주거복지사업 관리

주거복지사업 운영

주거복지사업의 예산은, 주거현물급여예산과 자활근로사업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상한

액을 초과하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재원 활용 가능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의 추진 절차

  - 수요조사 → 우선순위결정 → 예산액 감안하여 ʼ13년 수리대상가구 결정 → 결정가구 

전체에 대한 일괄계약 → 집수리 → 만족도조사 및 하자보수

주거복지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시･도 및 시･군･구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평가기준

  - 목표달성평가 : 집수리 계획(대상) 대비 실적

  - 사업참여자 관련 평가 : 참여자의 자활의식 변화, 경제적인 부분의 변화, 기술이나 

자활능력의 변화(집수리 전문성)

  - 집수리 자가가구 관련 평가 : 해당 가구의 만족도

  - 공사내용에 대한 평가 : 하자보수공사 수요 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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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수행기관의 변화 : 기관 및 실무자의 사업 수행능력

  - 종합 : 자활기업 전환가능성 및 자활･자립가능성 등

시･도는 시･군･구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지원

  - 시･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군･구 예산 지원, 사업추진 인력지원 및 

집수리 기술경영지원 등 적극 지원할 것

  - 국고보조금 및 시･도 분담액 이외에 지자체 자체 예산(가옥수리보조금, 주거환경개

선사업비 등), 이웃돕기 성금 등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사업 활성화에 적극 지원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보고 : 보고서식 <붙임 7> 참조

  - 시･군･구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주거현물급여로 추진한 주거복지사업 연간 실적을 

시･도로 보고하며, 시･도는 1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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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실시기관 → 시･군･구

주거복지사업 신청서

신
 
청

기

관

사업실시기관명
(사업단명) 설립년월일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자 산 총 액
(예산총액) 전문인력수 

주거복지사업
경험여부 유  (      )       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와 관련되는 주거복지사업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사업계획서 2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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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서식변경가능)

사업명

목  표

사업계획 
내용(요약)

◦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관련 수탁신청 자가가구 등의 규모 및 예산액

◦ 주거복지사업 추진계획
  - 주거복지사업단 구성･운영
  - 참여자 관리 및 교육훈련
  - 대상 가구 공사 및 관리 
  - 기타 공사계획 등 

   ※ 필요시에는 세부계획을 별지로 작성 가능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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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택점검 및 관리카드

주택점검 및 관리카드

연    번 세대주명/시설명
주    소 연락처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 
가 옥 주 연  락  처

거주가구원수      명 (세대주외    명) 가구원특이사항
※ 가구원 특기사항 - 노인, 장애인, 질병부상자 등의 특이사항 기록

가   옥   현   황

건축년도 면적 대지 ____ ㎡, 건평 ____ ㎡
주택형태  단독, 다세대(   층), 아파트(   층), 기타 :

일반구조

방  (     ) 개    특이사항: 
주방  재래식, 개량식, 입식, 기타______     특이사항:

화장실  재래식, 수세식, 욕실형, 기타_____    특이사항:
난방시설  장작아궁이,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보일러, 기타 _______     특이사항 :
상하수도시설

마당  유, 무   특이사항:
벽체  흙벽, 벽돌, 블록, 샌드위치판넬, 기타________  특이사항:
지붕  초가, 슬레이트, 기와, 슬라브, 샌드위치판넬, 칼라강판, 

 기타 _______  특이사항:
담장  나무, 블록, 벽돌, 샌드위치판넬, 시멘트판넬, 기타 _______  특이사항:
기타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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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점검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자            (인)
문제사항

점검자 견해  □ 1순위,  □ 2순위,  □ 3순위,   기타 : 

조치사항
공사기간 시공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2차점검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자            (인)
문제사항

점검자 견해  □ 1순위,  □ 2순위,  □ 3순위,   기타 : 

조치사항

공사기간 시공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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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점검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자            (인)
문제사항

점검자 견해  □ 1순위,  □ 2순위,  □ 3순위,   기타 : 

조치사항

공사기간 시공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긴급점검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자            (인)
문제사항

점검자 견해  □ 1순위,  □ 2순위,  □ 3순위,   기타 : 

조치사항

공사기간 시공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204 ─ 

[붙임 3] 수급자 자가가구 → 시･군･구(읍･면･동) 

주 택 수 리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거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수급자의 형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기타

가옥주
(가옥주가 
있는 경우) 

성  명
주  소
연락처

수
리
요
청
내
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사업실시기관)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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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사업실시기관 → 시･군･구

(   )월 주거복지사업결과보고

연번 위탁대상 자가가구 등 수리내용
(주요내용요약) 공사기간 공사비용

비고
(공사 

미실시)성 명 주 소

     위와 같이 위탁하신 주거복지사업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사업실시기관명 :
                   - 기관주소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 대표자(사업주)명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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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위탁 대상 자가가구등의 규모와 예산액 산출(예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액 중 현물급여 위탁 대상 자가가구 등의 규모와 예산액에 대한 산출
방법을 예시로 작성한 것으로 시･군･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① 당해년도 주거급여 대상 및 예산 규모
   - 자가가구 등의 주거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금액을 재원으로 함 : 315,000,000원(예시)
   - 전체 현물급여 대상 자가가구 등 : 700가구(예시)
    ※ 집행에 적합한 과목으로 변경

 ② 지자체별로 자가가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주택상태 조사 및 평가 실시

 ③ 연차별 집수리계획(주거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확보재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우선순위 결정
   - 우선 순위에 따라 개별 대상가구의 집수리 필요항목 및 소요금액 파악하여
   - 확보된 재원범위 및 상한액범위 내에서(상한액 초과는 추후 별도 검토)
   - 개별 대상가구의 여건(환자 및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등)등을 감안
   - 지역실정에 적합한 최종 대상 가구와 예산액을 확정

 ④ 집수리대상 가구 및 예산액 산정
   - ’14년도 대상 가구 및 예산액 : 170가구 315,000,000원
   - ’15년도 대상 가구 : 200가구
   - ’16년도 대상 가구 : 220가구

 ⑤ 주거복지사업단과 일괄위탁
   - 위탁내용 : 170가구 315,000,000원
     ※ 170가구에 대한 세부 명단 및 개별 가구 당 공사금액을 정하여 위탁
 ⑥ 주거복지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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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내역)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서

주    소 　 전화번호 　
세 대 주 　 가구원수 　

수선내역 　
　

수리기간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
수선금액
(견적서 
붙임)

총액 　 사업비 　 본인
부담액 　

책임
시공업체 　

대 상 가 구 주 확 인

수  선
기  간

수  선
지원액

수  선
기술력

사업
참여자
성실도

기 타 요 구 사 항

매우만족 매우만족 매우만족 매우만족

　
만    족 만   족 만   족 만   족
보    통 보   통 보   통 보   통
불 만 족 불 만 족 불 만 족 불 만 족

매우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불만족
 최종수선완료 확인

20  .    .      .
　 　

주민번호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읍면동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붙임 6] 공사내용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서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208 ─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별첨2】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 209

【별첨2】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1

1 제도 개요

지원목적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

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용 도 매입 자격기준

3. 공공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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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ʼ02년) 기초수급자 등 정부양곡 50% 할인공급

(ʼ04년)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 7.16｣, ｢경제민생 점검회의, 8.13｣ “생계

곤란가구”에 대한 정부양곡할인구입 기회부여 지시

  * 농림부주관으로 ’04.12월-’05.2월까지 3개월간 정부양곡 148천 포대(20kg)를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가구에 반값 지원(양곡관리특별회계이용) 

(ʼ05년) 총리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7.6｣ 시 사업의 재추진 지시 및 ｢사회문화 정책

관계 장관회의, 11.22｣에서 재추진 확정

(ʼ06년)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12.5｣에서 동절기 3개월간 지원결정

(ʼ08년) 양곡관리 기금의 지속적 손실 발생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관리 사업을 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국비 39억원)

  * 서민고통경감대책(3.25) 일환으로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5개월)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ʼ09년) 연중 지원으로 확대변경(국비198억원 추경포함)

(ʼ10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복지부로 업무 이관, 자활센터 

정부양곡 배송 시범사업 시작(20개 지자체, 23개 자활센터 참여)

(ʼ11년) 자활센터 정부양곡 배송사업 참여확대(95개 지자체, 102개 자활센터 참여) 

(ʼ13년) ㈜희망나르미(전국자활기업) 전국 배송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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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프로세스

신청접수

  -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

  -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대장관리

  - 신청결과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제출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요량 양곡담당부서에 통보

  - 양곡대금 양곡담당부서에 입금

양곡출하 지시

  - 양곡담당부서는 양곡출하 지시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양곡인수 후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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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양곡 할인지원 내용

신청대상

(1) 수급자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차상위계층 대상자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필요(행복e음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 및 공급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0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해당지역은 참고3의 배송일정 참고)

  ※ 2차 배송일정 시･군･구는 배송일정과 관련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일정 안내 및 지역자활
센터 또는 자활기업을 통한 배송 추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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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단  :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3년산)

10Kg 23,030원 11,500원 11,530원
20Kg 45,890원 22,900원 22,990원

구입 상한량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
 1인당 월 10㎏

(단, 5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40㎏(20㎏ 2포)으로 제한)

  - 3인 가구의 경우 1개월은 20kg 2포, 1개월은 20kg 1포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각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 수(보장가구)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 다만, 10kg은 7, 8월에 한하여 1인가구만 신청 가능

공급 방식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용도외 사용 금지)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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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실시

신청접수

(신청안내) 신청 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

  - 신청 및 공급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 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

(연간수급계획) 기초･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해 연간수급계획 작성(행복e음)하여 연간 

수급대상 관리

(접 수) 매월 10일까지.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전까지 접수 가능

  -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20㎏ 기준 포수),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에 기재

토록 함(붙임 서식 1 참조)

  -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OOOO년)

성명(세대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   요   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공제액)을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제출

    * 성명,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양곡대금(공제액)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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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 취합 : 17일까지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통보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등 통보)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양곡대금 공제 및 입금

  - (기초수급자)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

에서 양곡대금 공제 : 19일까지

   ･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및 주거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

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차상위)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양곡 대금납부* 확인 : 19일 까지

   ･ 신청자가 납부한 양곡대금을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양곡대금 납부방법

  (기초수급자)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공제

  - 단, 자활특례수급자 및 이행급여특례자 등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차상위계층) 양곡구입을 신청한 대상자는 읍･면･동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읍･면･동을 통한 현금납부 가능

양곡 매출 지시 및 배달 의뢰

시･군･구 농정과는 양곡매출지시 및 택배회사에 배달의뢰 : 20일

  * 시･군･구 농정과에서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사회복지담당부서에 통보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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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곡

배달 : 21일부터 10일 이내(2차 배송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

택배회사는 신청자에게 배달하고 신청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제출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
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민원 처리

택배지연 민원 발생 시 읍･면･동에서는 해당 지역의 담당 지역자활센터 또는 ㈜희망

나르미(02-324-2155)로 직접 처리 요청 또는 신청자에게 콜센터 번호 안내하고, 이에 

대해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 배송지연건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 등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집계･보고
양곡품질 민원발생시 각 시･군･구 양곡담당부서에 요청하여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

4 부정수급자 환수 처리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받은 정부할인 지원액에 대한 환수 실시

양곡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에게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는 제도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어 보장비용 징수결정시 환수금액에 기 지원

된 양곡 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고지토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 양곡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시 양곡 할인지원에 대해 환수여부를 결정하되,

  -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지원대상

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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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보고

정부양곡 지원관련 보고사항

  - 시･군･구청장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의 월별 정부양곡 지원 실적(붙임 2)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에게 다음달 7일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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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급가격 : 22,900원/20㎏(판매가격 : 45,890원의 50%)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4인가구 : 40㎏, 5인 이상가구라도 40㎏으로 제한)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대금지급 : 생계･주거급여에서 차감. 자활특례자는 현금 지급

신청 내용 (아래 내용 기재하여 제출)
성  명(세대주) 주    소 세대원수(세대주포함)

신 청  현 황(20㎏/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신청일자 : 20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절 =============== 취 =============== 선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 접수증

성  명(세대주) 주    소 세대원수(세대주포함)
신 청  현 황(20㎏/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신청일자 : 20     .      .      .
    담당자 전화번호 : 000) 000-0000

※ 유의사항 :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자(시중유통, 판매 등)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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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 신청대상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급가격 : 22,900원/20㎏(판매가격 : 45,890원의 50%)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4인가구 : 40㎏, 5인 이상가구라도 40㎏으로 제한)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대금지급 : ○○동 주민센터 계좌 입금(○○은행 000-0000-00)

신청 내용 (아래 내용 기재하여 제출)

접수번호 성  명(세대주) 세대원수(세대주포함)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월 구입량(20㎏/포) 금액(원)

      명

20     .      .      .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절 =============== 취 =============== 선 ====================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성  명(세대주) 세대원수(세대주포함)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월 구입량(20㎏/포) 금액(원)

      명

신청일자 : 20     .      .      .
    담당자 전화번호 : 000) 000-0000    

※ 유의사항 :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자(시중유통, 판매 등)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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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1. 기초수급자 지원 현황(시도별 작성)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
잔액 

지원포수
(20kg기준)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2. 차상위 대상자(시도별 작성)
 ① 전체 집행내역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
잔액 

지원포수
(20kg기준)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② 지원대상자별 집행내역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
잔액 

한부모 
가구

지원포수
(20kg기준)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본인부담

경감 　 　 　 　 　 　 　 　 　 　 　 　 　 　
.... 　 　 　 　 　 　 　 　 　 　 　 　 　 　



Ⅰ.  지역자활센터

Ⅱ.  광역자활센터

Ⅲ.  중앙자활센터

Ⅳ.  자활기금

Ⅴ.  자활기관협의체

자활사업 지원체계0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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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1 목적 및 추진경과

목 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현황･추진경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13년 1월 현재 247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임

추진경과 

  - 1996년 시범사업 실시이후 2000년까지 70개소 지정･운영

  - 2001년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169개 기관으로 확대

  - 2002년 30개소 추가 지정하였으나, 7개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반납

  - 2003년 지역자활센터 미지정 지역에 17개소 추가 지정

  - 2004년 지역자활센터가 미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33개소 신규지정

  - 2010년 12월 27일 지역자활센터 5개소 신규 지정(ʼ11년부터 운영)

    ※ 지역자활센터 미설치 지역 : 서울 서초구 등 17개 시･군･구
ʼ06.1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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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지정 추진경과】

구 분(연도)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11

총 계(개소) 5 70 169 192 209 242 247
지 정(개소) 5(시범사업) 50 99 30 17 33 5
취소･반납 7(취소 4)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등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1) 지정대상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지
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활센터 직접 신청(운영) 가능

(2) 지정시 고려사항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1개 시･군･구별 1개 센터 설치 원칙하에 구조조정 등 추진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3) 지정 신청･절차

1) 지정신청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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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지역에 다수의 신청인

(법인 등)이 있을 경우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최종 하나의 신청인(법인 등)을 선정

한 후 지정 신청

 첨부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서식 9]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지역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설치의 필요성
       ②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목표
       ③ 신청자(기관)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인력의 

경력,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④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 : 실시예정 사업내용, 직원채용 및 시설 확보계획,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계획
       ⑤ 사업별 세부계획 : 사업실시배경(지역사회 조사결과 등), 사업내용, 사업별 예상매출액 

및 수익금과 자활기업 발전가능성에 대한 진단,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 기대효과 등 

       ⑥ 예산안(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⑦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자료

   ① 최근 3년간 전체 주민수 현황, 기초수급자수 현황, 조건부수급자 수 현황

   ②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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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절차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1) 신청 법인 등(비영리법인, 단체)의 변경시 조치사항

지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가 원칙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단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변경지정 처리절차

  1) 시･군･구청장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변경지정 신청(이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신청 가능)

    - 당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참여수급자의 자활 촉진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시･군･구 검토의견서 및 관련증빙서류

(지정서 반납 및 반납사유서, 기타 관련서류)

    - 당해 지역자활센터를 인수 운영할 적임자를 선정하게 된 경과보고서와 적임자라고 

판단한 조사 의견서(신임 센터장 이력서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 적임자 판단에 포함할 내용 : 지역자활센터운영에 관한 의지, 경력, 수행능력, 사명감, 
운영책임 가능성, 목적 달성 가능성, 기타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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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 신청에 준하는 제출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사업계획서, 선정공고 관련 서류 일체 등

  2)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

  3)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고려하여 변경지정 

여부 결정

    - 단, 신청기관의 법인화, 운영법인 등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변경사항 관련 서류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승인여부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에 즉시 통보

(2) 지역자활센터장의 변경시 조치사항

운영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자활센터장을 변경(교체)하고자 할 때, 적임자를 시･군･
구청장에게 추천

변경 처리절차

  1)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지역자활센터장을 변경(교체)하게 된 사유서(법인의 징계

처분에 의한 교체사유 등 포함), 적임자를 선정하게 된 경과보고서, 적임자라고 

판단한 조사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

    ※ 징계처분에 의한 센터장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별도 규정
  2) 시･군･구청장은 사업운영의 연속성 및 동질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사실을 확인조사 

후 변경 임명의 적정여부를 최종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에서 직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가 관련서류 및 시･
군･구청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 결정(변경여부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시･군･구에 즉시 통보

(3) 기타사항 변경의 경우

주된 사무소 변경 등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장은 그 사유 등을 적시

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및 사전 협의

  - 변경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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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서 재교부

센터명칭 변경, 모법인 변경, 지정서 분실 또는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 한함

  ※ 주소 변경의 경우 지정서 뒷면 주요 변경란 활용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변경사항 법인/지역자활센터 시･군･구 시･도 복지부
제출서류

신청법인등의
변경

① 지정서 반납
 - 반납사유서

② 검토의견서
③ 변경지정사유서
 - 관련자료
④ 선정경과보고서
⑤ 조사의견서
⑥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⑦ 신임 센터장 이력사항
⑧ 기타 관련 서류

⑨ 검토의견서 ①~⑨

신청기관의
법인화, 운영법인 
등의 명칭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 관련자료
  (시･군･구 제출)

② 검토의견서
 - 운영법인의 동일성 여부 판단
③ 변경관련자료

※ 변경여부 결정
: 시･도지사

변경여부
사항보고

(시･도지사)

지역자활센터장의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② 센터장 예정자

이력
③ 기타 참고자료

④ 변경여부 결정 : 시･군･구청장
※ 시･군･구 직영

센터장의 변경
여부결정 :
시･도지사

변경여부
사항보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 시･군･구에 보고

변경사항보고
(시･도지사)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1) 지정취소 대상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

하지 못하는 기관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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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취소 절차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지정취소 건의

평가결과 또는 지도･감독 결과 지정취소 대상 선정(보건복지부 장관)

대상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

지역자활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지정취소 여부 등 결정(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문서로 통지

(3)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등의 경우 조치사항

시･군･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정 취소, 지정서 반납 등으로 더 이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미집행된 예산은 환수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은 정산조치하며, 사업수행에 사용한 

장비･시설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이미 투입된 차량･사업장비･시설･사무실 임대비용 등을 환수 조치하여 타 자활사업

으로의 활용방안 강구

기 참여중인 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강구

  - 자활근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가 직접수행 또는 대체 위탁기관을 발굴

하거나, 관내에 자활인프라가 없고 지자체 직접시행도 어려운 경우 일시적(3월)으로 

근로유지형으로 전환하여 읍･면･동 직접시행 등 추진

  - 기존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및 인력을 활용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 자활근로 사업을 

계속 실시하되, 이 경우 자활근로 민간위탁 계약은 위탁기관의 변경(지역자활센터 

→ 모법인)에 따라 재계약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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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한글학교, 컴퓨터 교실 등)을 개발･운영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을 하고, 창업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기본방향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붙임 1･2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및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 조직･인사･회계 기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동 지침과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자활센터장이 ｢지역자활

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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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로 지정된 법인 등(비영리법인, 단체)은 센터장과 연대하여 

지역자활센터사업 및 기관운영 등에 최종 책임을 지나, 신청 법인 등과는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와 직원 임용

(1) 직제 및 보수

지역자활센터의 직제 및 보수는 ʻ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 지침ʼ을 적용

  ※ 지역자활센터는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수당을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비(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서 지급해서는 안 됨. 다만, 운영비 보조 외에 법인전입금,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에 의한 수당은 가능

(2) 직원 임용

지역자활센터장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별표 1] ʻ지역

자활센터 직원 채용 자격 기준표ʼ에 따라 공개성･적합성 원칙에 따라 임용하며,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인 이상 이어야함(단,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선발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예산의 편성

지역자활센터의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운영비보조금, 법인 전입금, 자활근로사업비, 자활사업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

  - 지역자활센터 보조금과 별도로 사업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이 있는 때에는 동 

사업비를 별도회계로 계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사업위탁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역자활센터 보조금을 자활근로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자활근로 사업비를 자활센터 사업에 
지출 금지(지역자활센터 보조금은 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만 지출가능), 
다만 지역자활센터가 취득한 자산(차량･장비 등)의 자활근로 사업단 이용은 가능함.

  - 세출예산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사업단별 지출(자활근로사업비･자활근로

사업단 수익금)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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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승인

  -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운영지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운영비 예산의 합리적 편성

  - 지역자활센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적정비율을 유지하도록 예산내역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운영비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매 반기 개시 10일전까지 또는 별도의 지정일까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자활서식 

11호]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이를 취합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매년도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위 ｢예산 및 결산보고｣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시(매회계년도 개시전) 함께 제출

(2) 예산의 집행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

  1) 지역자활센터장은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인건비 미집행액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은 사업비 또는 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지출

  3) 사업비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활기업 등 자활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모품을 제외한 차량 및 시설･장비 등은 지역자활

센터에 귀속됨(단, 자활근로사업단 차량･시설･장비･소모품 등 사업비로 지출 불가) 

    -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는 자활기업의 사업참여자를 위한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는 

수익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ʻ사업비ʼ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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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1만원 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ʼ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 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5) 지역자활센터의 예산 중 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만원 미만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집행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입과 지출

(1) 수입의 분류

보조금 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후원금, 매출액 등

(2) 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의 수납은 수입원이 담당하되, 현금수입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지출의 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품의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며 지출원인

행위란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경비 등 행위를 말하여 지출은 

사전에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 집행되어야 함

(4)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절차

모든 수입 지출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고 결의서 날짜단위로 일련

번호를 기재하고 월별로 편철 보관함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234 ─ 

물품 구매시에는 물품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산출기초조사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물품대금 지급시에는 내부결재사본, 물품검수조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상대방통장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비치하여야 할 회계장부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

수불대장

(5) 지출의 방법

금융기관에 의한 지출 : 지출은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 등에 의한 지출이 아니라면 

금융기관에 의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 등에 의한 지출 : 지역자활센터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보조금전용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해야 함

현금에 의한 지출 :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에 의한 지출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에 의한 지출을 할 수 있음

  예)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자동이체방법, 실비변상적 여비교통비, 기타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후원금

(1) 후원금의 범위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을 말하여 후원자가 그 사용

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이 있음

(2) 후원금 관리

후원금 영수증의 발급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ʻ소득세법 시행규칙ʼ 제101조 20호의2 또는 ʻ법인세법 시행규칙ʼ 
제82조 제7항 제3호의 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함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전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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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공개

  - 센터장은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후원금의 사용범위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기관의 업무추진비, 차입금상환, 법인전출금, 예비 다른 시설

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수익사업

(1) 수익사업 개요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여 지역자활센터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한 사회서비스사업이 그 예임

(2) 수익사업 관리

수익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지역자활센터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수익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센터의 고유목적사업과 상충되어서는 아니됨

  - 센터는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하지 못함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보고 등 지역자활센터 재무회계 관리

지역자활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지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지역자활센터장은 다음의 예산 및 결산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0조)

  -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지역자활센터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회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되, 동 규칙 중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권한 및 책임은 지역자활센터장이 행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서비스사업 

등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기관의 모법인에 전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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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통계 관련 보고시 정확성 확보

  - 지역자활센터는 수익금 통보 및 사업 현황 등의 보고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예산지원 중단,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직제 및 보수지침,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기관 운영규정을 정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

운영규정의 변경시에도 동일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규모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고, 시･군･구별 

조건부수급자 규모, 지역자활센터 참여 수급자 등 운영규모를 결정하여 규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규모(확대형, 표준형, 기본형)별 지원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247 64 123 60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및 사업의 우선 위탁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지역자활센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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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구매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집수리, 간병도우미 등 자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역

자활센터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고,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단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기타 지원사항

자활기금을 통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비에 자활기금의 일부(당해연도 기금

지출의 2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지역자활센터에 ʻ자활도우미ʼ 지원

  -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보조하는 ʻ자활

도우미ʼ 활용

  - 참여인원 40명당 1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중 시장

진입형 급여를 지급함

6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감독(법 제16조제3항)

지역자활센터 평가

목적 :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

추진 방향

  -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으로 구분하여 매년 성과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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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분류 현황】

구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비고

계 247 64 123 60

도시형 126

(49개소) (59개소) (18개소)
서울(강북, 강서방화, 광진, 
마포, 성동, 영등포, 은평), 
부산(동구, 부산진, 사상, 연제, 
해운대), 대구(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부평, 부평
남부, 서구), 광주(남구, 북구
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대전(서구, 중구), 경기(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원미, 성남만남, 
수원,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의정부),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주
덕진, 전주생명), 전남(목포, 
순천), 경북(경산, 구미, 포항, 
포항나눔), 경남(김해, 마산 
희망, 양산)

서울(강남, 강동, 강서, 강서
등촌, 관악, 구로삶터, 금천,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서대문, 성북, 송파, 중랑유린), 
부산(금정, 남구, 동래, 북구, 
북구희망터, 사하, 사하두송, 
서구, 수영, 영도), 대구(달서, 
중구, 달서행복), 인천(계양, 
남구, 남동구, 연수, 중구), 
광주(광산, 서구, 서구상무), 
대전(대덕, 동구), 울산(남구, 
동구, 중구), 경기(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
소사, 성남, 수원우만, 안산 
양지, 안양, 파주, 화성), 충북
(청주), 충남(아산), 경남(거제, 
마산, 진해, 창원)

서울(관악봉천, 관악일터,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양천, 용산, 
종로, 중구), 부산(중구), 인천
(남주마추홀, 동구), 광주(동구, 
광산어등), 대전(유성), 울산
(북구), 경기(오산)

도농
복합형 55

(14개소) (33개소) (8개소)

대구(달성), 강원(강릉, 원주, 
춘천), 충북(제천, 충주), 충남
(연기), 전북(김제), 전남(광양, 
여수), 경남(진주), 경북(경주, 
안동), 제주(제주수눌음)

부산(기장), 울산(울주), 경기
(양주, 용인, 평택, 포천), 강원
(동해, 삼척, 속초반야), 충남
(공주, 당진, 보령, 홍성), 전북
(군산, 군산한마음, 남원, 완주, 
익산, 익산원광, 정읍), 전남
(나주, 여수시민, 화순), 경북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영천, 
칠곡), 경남(밀양, 사천), 제주
(제주이어도, 서귀포일터나눔)

부산(강서), 경기(안성맞춤, 
하남), 충남(논산, 서산, 예산), 
경남(통영), 제주(서귀포오름)

농촌형 66

(1개소) (31개소) (34개소)

충남(금산)

경기(여주), 강원(고성, 정선, 
태백, 횡성), 충북(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서천), 전북(고창, 부안), 
전남(강진, 곡성,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경북
(성주, 영덕, 울진), 경남(거창, 
고성, 창녕, 하동, 합천)

인천(강화), 경기(양평), 강원
(양양, 영월, 인제, 평창, 화천, 
홍천), 충북(영동, 증평), 충남
(부여, 청양, 태안), 전북(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
(고흥, 담양,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경북(고령, 군위, 
봉화, 예천, 청도), 경남(남해, 
산청, 함안,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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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 지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실적

  -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평가지표, 평가대상 기간 등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 별도 통보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 및 방법의 개발,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해 학계, 연구원 등 민간 자활사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 (재)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관련 단체, 학계 및 연구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지표, 방법 및 주기 등 평가체계 구축(규모별 평가 병행실시 가능)

평가결과 활용

  1) 자활사업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발전방안 마련

    - 평가결과 우수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고, 기관간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지역자활센터에서 허위서류 제출, 확인시 평가 최하위기관으로 함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및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

    - 평가 우수기관 및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 개인별 성과급,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면제 등

    -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에 반영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9조 3항)

    - 수급자의 자활촉진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조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3항)

     ･ 미흡기관(하위 10%)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지도･감독 강화, 삼진아웃제* 적용

        * 삼진아웃제 : 성과평가 결과 5년 동안 3회에 거쳐 하위 10%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1차 개선요구 및 컨설팅 지원, 2차 기관경고 조치, 3차 지정 취소 등

평가지표, 평가대상 기간 등 평가계획 -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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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 추진 방향 : 매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도･
점검 실시

  - 점검 분야

   ･ 지역자활센터 운영 : 인사, 운영비 보조금 집행, 사무관리, 시설안전 등

   ･ 자활근로 사업 : 참여자 관리, 사업비 집행, 사업단의 매출･수익금 관리 등

     ※ 지도･점검 항목 [붙임 3] 참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의한 지도･점검

  -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등 요구 조치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점검주기

   ･ 지역자활센터 : 시･도 주관으로 실시하며 설치지역이 10개소 미만은 연 1회, 10개소 

이상은 2년 1회 점검

     ※ 시･도 점검계획 이외에도 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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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목적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진학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

현황 및 추진경과

현황

  -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지역자활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설치(ʼ07년까지 28개소 운영)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방식 

변경(2009. 6.)

추진경과

  - 1997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활의지 고취와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역

자활센터의 부설 프로그램으로 10개소의 청소년자활지원관 지정･운영

  - 2001년 청소년 자활수요가 많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10개소 지정

  - 2004년에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없는 광역단위 자치단체(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5개소 추가 지정

  - 2005년에는 청소년 자활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3개소(경기, 전북, 경남) 추가지정

  - 2012년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1개소(전남) 취소

【시･도별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설치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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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인
천

대
전

대
구

광
주

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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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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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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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충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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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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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7 5 3 1 1 2 3 1 1 2 1 1 - 2 -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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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취업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업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력 배양

자활기업 사업장에의 취업 연결 

가족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자활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립능력 배양 등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족 자녀 등 저소득층의 청소년

예산･집행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의 예산은 시설운영비가 아닌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사업

비로 편성･집행

  - 관할 지역자활센터의 국고보조금 신청시 함께 신청하며 국고보조금 배정 및 집행

방법도 지역자활센터의 국고보조금 집행방법과 동일함. 다만, 청소년자활지원프로

그램사업비는 별도로 집행함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지역자활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변경하고 종사자의 인적

교류가 용이하도록 변경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자활센터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성과평가

  - ʼ13년부터 격년제로 성과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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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및 생산적 복지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④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⑤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⑥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2장  운  영

제3조(운영기본원칙) ① 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활센터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참여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 인도주의 원칙 하에 주민들의 개별적 고유성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주민자발성의 원칙 : 저소득층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장려한다.

    - 독립성의 원칙 : 독립된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가져야 하며, 기존 복지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 일부로 편입되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 주민들과의 상담, 교육, 훈련 및 경영지도 등의 자활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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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기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의 원칙 :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함께 지역조직활동에 전념하여 지역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적이고 헌신

적인 인력에 의해 수행한다.

    -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의 원칙 :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물적･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제반자원을 조직･동원하여 가용자원으로 

활용한다.

    -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 :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변화의 효과, 재정투자의 효과, 사업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이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새로운 사업

수행에 환류하여 활용되도록 한다.

제3조의1(운영 법인 등과 자활센터의 관계) ① 운영 법인 등은 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자활센터사업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자활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자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운영법인 등의 업무와 독립하여 자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ʻ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ʼ과 운영법인의 정관･지침이 상충될 

경우 ʻ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ʼ에 따라야 한다. 단, 매년 초 사업계획의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운영법인 등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비용) ① 자활센터의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당해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자활기업의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장은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또는 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으로부터 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 부담에 대하여 미리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운영지원위원회) ① 센터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활센터에 운영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지역사회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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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 대표

    - 관계공무원

    - 기타 지역사업 복지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운영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기타 기관운영에 대한 지원

  ④ 동 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인･허가 등)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해당 법령에 의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7조(조직) 센터장은 당해 기관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조직의 편성) 센터장은 지역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직무분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당해 자활센터의 부서를 구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조직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자활센터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센터장, 모법인관계자 1인, 

운영지원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장  인사규정

제10조(적용범위) 자활센터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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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②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보직”이라 함은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거나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파견, 휴직, 전직, 정직, 복직, 겸임, 

직위해제,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⑤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 보직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원의 구분) 자활센터의 종사자는 일반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한다.

제13조(직원 등의 임용) ① 센터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② 센터장은 시･군･구청장(시･군･구 직영 센터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 등이 임명한다. 또한, 센터장을 변경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시･
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등의 자격 및 임용기준) ① 센터에 종사하는 직원의 직급별 자격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기관의 사업에 적합한 자를 선발한다.

  1. 지역사회복지 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2.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능력이 있는 자

  3. 전문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지역사회조직과 관련한 활동경험이 있는 자

  5. 자활센터의 운영과 회계에 관련된 능력이 있는 자

  6. 기타 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센터장은 직원 임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동 규정 범위내에서 정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1(직원 등의 신분보장) 센터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기타 지역자활

센터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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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을 수 없다. 단, 센터장 파면 등의 경우에는 운영법인 등의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을 거친 후 시･군･구청장/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신규 채용절차)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및 신체

검사의 순으로 실시하되, 필기시험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모집공고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인정경력의 산정) ①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방법은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단위로 한다. 다만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1년 

미만 인정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 2”에서 동일한 경력이 동일 기간내에 2개 이상의 항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③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 초임호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책정하되, 산정한 호봉이 “별표 3”의 기준호봉을 초과할 때에는 <별표 3>의 

직급별 기준호봉을 초임호봉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인정경력에서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시 이를 반영한다.

제17조(정년) ① 센터 종사자의 정년은 센터장 65세, 직원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8조(기타) 자활센터의 인사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관련법과 지침 등에 의거 

지역자활센터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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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복무규정

제19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센터장”이라 함은 지역자활센터의 장을 말한다.

  ② “직원”이라 함은 자활센터에서 급여를 받는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실무자를 말한다.

제20조(센터장･직원의 의무) ①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센터장 및 직원은 본 기관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소속원을 지휘･감독

하며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센터장 및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센터장 및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센터장 및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자활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⑧ 센터장 및 직원은 본 기관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근무시간)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기관의 상황 등 특성에 따라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제22조(휴게시간) 근무시간중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23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① 센터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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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유급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5조(연가) 직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정한다.

제26조(연가운영) ① 연가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업무상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기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가는 당해연도 중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지침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병가 및 공가 등) 센터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일요일

  2.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29조(기타 복무규정) 자활센터의 복무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의거 자활센터 복무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자활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제30조(자활지원대상자) ① 센터장은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자활센터의 사업에 참여하게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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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대상은 아래의 자중 당해 기관의 수용능력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활급여 특례자 포함)

  2.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31조(지원절차) ① 자활센터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중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활급여 특례자 : 지원신청서 제출 후 상담을 통해 참여가능

  2. 조건부수급자 :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3일씩 2회까지 연장 가능)에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자활사업을 제시한다.

  3.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신청서 제출과 함께 상담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대표자 또는 참여

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기록의 유지) 센터장은 당해 기관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 상담내용, 

지원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추천) ① 센터장은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중 생업자금

융자가 필요한 경우 생업자금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업자금융자대상자 선정과 관계된 사항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업자금융자

대상자 지침에 따른다.

제7장  재무회계

제34조(재무회계) ① 자활센터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다만, 동 규칙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행하는 권한 및 책임은 센터장이 행한다.

  ②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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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과 별도로 사업비 지원〔자활근로사업 등〕이 있을 때에는 

동 사업비를 별도회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은 당해 사업 위탁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센터장은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의 편성과 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2. 분기별 국고보조신청서 : 당해 분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3.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제36조(예산의 승인과 보고) ①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보장기관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센터장은 확정된 예산을 보장기관에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된 기한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예산의 변경승인) ① 자활센터의 예산 중 5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5백만원 미만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집행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지출의 방법) 1만원 이상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 등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을 활용하여 지출

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지도

제39조(행정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함으로써 자활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① 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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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활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국･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③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④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취업정보의 제공

  ⑤ 기타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40조(평가 및 지도･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실적･운영실태를 정기적

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지원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자활센터의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평가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센터 평가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실적

  ②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정도

  ③ 센터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④ 기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제42조(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지도･감독을 실시

한 후, 자활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시･도를 거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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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직급 자 격 기 준

1급

1. 5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
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한 자

2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
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

복지사 및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4급
1.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

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5급
1.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6급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회복지 이외의 전공자를 30% 이상 채용 (권고사항임)
※ 상기 규정은 2011년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은 그대로 인정

되며, 경력부분은 <별표 2>에 의한 합산경력도 포함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노인･장애인복지사업 등)
※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

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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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반영비율(%)

갑
1. 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지역자활센터 재직 경력
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4. 군경력 

100

을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단체에 근무한 경력 80

병

1. 각종 금융기관 및 상법상 회사에 근무한 경력
2. 법인, 비영리단체 등 근무경력(납세실적이나 사회보장보험 가입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자영업(사업자등록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60

[별표 3]

직급별 기준 호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6급
기준호봉 17호봉 14호봉 12호봉 10호봉 7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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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라 한다)의 직제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활센터의 직제 및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직제지침

제3조(조직) ① 자활센터의 유형에 따라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등으로 정하며,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자활센터내 조직은 운영지원위원회, 센터장, 일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제1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된다.

제4조(센터장 및 직원) ① 자활센터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② 자활센터 직원의 직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며, 그 직위는 센터장, 실장 및 팀장

으로 구성하며, 그 직위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 1급･2급, 2. 실장 - 2급･3급  3. 팀장 - 3급･4급

제5조(정원) ① 자활센터장은 별표 1의 “규모 및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예산범위내

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및 총정원을 정한다.

  ② 자활센터장이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급 이하의 직원은 4급 이하 

직원의 정원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자활센터장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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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임원칙) 삭제 (2008.12.31)

제8조(직무) ① 자활센터장은 자활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 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휘･감독한다.

  ② 자활센터의 실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의 명을 위임받아 담당실무자 및 소관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자는 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직무대리) ① 센터장 및 상위자가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직급의 차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인사권자가 따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권한과책임) 모든 직무는 자활센터의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직무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 자활센터는 당해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및 직제지침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보수지침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월액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월액”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월정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타급여”라 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 등의 급여를 말한다.

제13조(봉급월액) 자활센터의 장을 포함한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2> 봉급월액표를 참고

하여 자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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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정기승급) ① 자활센터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자활센터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4조(직무수당) 직원의 직무수당은 봉급월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한다.

제15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기말수당<2010.12.31 삭제>   2. 정근수당          3. 가족수당 

  4. 자격수당                   5. 시간외수당        6. 휴일근무수당

제16조(보수의 지급 및 산정방법)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급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월액의 168분의 1로 계산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17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감봉,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휴직자 및 결근자의 보수) ⓛ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와 관련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휴직한 날로부터 

3월까지는 보수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정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제19조(센터장의 보수) 삭제(2008.12.31)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258 ─ 

제20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보수의 1할을 감액 지급하며, 감액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보수의 0.5

할을 감액 지급한다.

제21조(효도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급월액의 50%에 해당하는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체력단련비) 삭제(2010.12.31)

제23조(교통보조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8만원(센터장의 경우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식대보조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6만원(센터장의 경우 

월 8만원)의 식대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연가보상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입금에 의한 복리후생비) 모법인 및 소속 상급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직원후생을 

위하여 전입된 자금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자활센터의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자활센터 보수운영세칙규청) 자활센터는 당해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보수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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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2.1.1>

규모 및 직급별 정원표

구 분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총 계 5 6 7
1급 1 1 1
2급 1 1
3급 1 1 1
4급 1 1 1
5급 1 1 1
6급 1 1 2

비 고
◦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원표 조정 가능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는 동 프로그램 종사자를 

포함하여 정원으로 인정하며, 직급은 센터장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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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봉 급 월 액 표
(단  : 천원/월)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1,967 1,733 1,460 1,285 1,241 1,133
2 1,997 1,764 1,485 1,318 1,279 1,152
3 2,026 1,794 1,520 1,358 1,313 1,180
4 2,064 1,826 1,552 1,393 1,349 1,237
5 2,091 1,855 1,585 1,439 1,380 1,288
6 2,132 1,906 1,624 1,490 1,435 1,306
7 2,185 1,951 1,674 1,543 1,485 1,343
8 2,232 1,999 1,726 1,601 1,538 1,395
9 2,277 2,040 1,776 1,648 1,597 1,443
10 2,329 2,094 1,822 1,702 1,640 1,501
11 2,376 2,134 1,869 1,739 1,696 1,545
12 2,400 2,173 1,898 1,771 1,730 1,583
13 2,436 2,202 1,927 1,811 1,766 1,616
14 2,469 2,238 1,961 1,843 1,796 1,651
15 2,499 2,268 1,994 1,876 1,836 1,685
16 2,534 2,299 2,024 1,914 1,873 1,720
17 2,561 2,332 2,057 1,943 1,915 1,756
18 2,599 2,363 2,090 1,984 1,939 1,791
19 2,629 2,394 2,123 2,017 1,981 1,828
20 2,660 2,430 2,156 2,054 2,014 1,863
21 2,697 2,467 2,192 2,095 2,054 1,902
22 2,734 2,505 2,229 2,135 2,095 1,942
23 2,772 2,541 2,267 2,175 2,135 1,981
24 2,808 2,580 2,303 2,216 2,175 2,019
25 2,846 2,616 2,342 2,255 2,216 2,058

※ 상기 봉급월액표는 권고안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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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 당 지 급 표

구분수당별 지 급 액 지 급 기 준
기말수당 <2010.12.31 삭제>

정근수당

봉급월액×지급율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
일에 정근수당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지급(군경력 포함)

  - 근무년수 산정은 <별표 2> 경력환산기준표 “갑”에 의에 
산정함.

  - 정근수당은 지급 월(1,7월) 1일 현재 정식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근무년수 지급율
1년미만    0%
2년미만   5%
3년미만  10%
4년미만  15%
5년미만  20%
6년미만  25%
7년미만  30%
8년미만  35%
9년미만  40%
10년미만  45%
10년이상  50%

가족수당

배 우 자 : 40,000원
직계존속 : 20,000원
직계비속등 : 20,000원

◦ 지급대상자 중 4인 이내로 함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남편이 없는 여자는 55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20세미만 직계비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이상 60세미만(모는 55세미만)

중 직계존･비속중 폐질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중 폐질정도가 심한 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 4인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경영
지도사･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전산세무･전산회계: 
20,000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시간외･
휴일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준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이상은 

초과할 수 없음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262 ─ 

[붙임 3]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항목

 지역자활센터 운영

구분 점검항목 증빙서류

인사
관리

◦ 직원 임면 적절성
  - 공개채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여부 등 인사관리카드, 채용관련 서류
◦ 채용자격 기준 및 경력환산 시 지침의 경력환산표 

준수 여부 인사관리카드

◦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실태 급여지급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관
운영

･
회계
관리

◦ 센터운영비 예산과 자활근로사업 예산의 구분 관리 
여부 예금통장, 회계관계 서류

◦ 예산관리의 적성성
  - 세입･세출의 총괄관리 및 예산 변경시 지자체 승인

여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예산변경 
승인 공문 등

◦ 회계 일반
  - 예산서,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
  - 예산집행액과 예･결산서상 일치 여부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 비품･자산의 적정관리 여부
  - 물품관리대장 및 실물 확인

비품대장, 자산취득 관련 증빙
자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부당사용 여부 지출증빙서 중 카드결제 내역 등
◦ 현금출납부와 지출 결의서의 일치 여부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의 보관여부 지출결의서 등

후원금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전용계좌 사용, 사용용도, 정보
시스템 사용 등

예산서, 후원금 영수증철, 통장, 
결과보고서류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

구분 점검항목 증빙서류
사업별 

예산 편성
◦ 사업별(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ʻ인건비 대(對) 사업비ʼ의 편성비율 적정관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Gateway
사업

◦ Gateway 사업 운영계획서 작성 여부
  - 대상자 선정, 배치,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등 Gateway사업 관련 서류철
◦ Gateway 사업비지출
  - 지출비율(7:3)준수여부 및 타 사업목적 사용여부 지출관계 서류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

Ⅰ. 지역자활센터 ─ 263

구분 점검항목 증빙서류

인건비 
집행

◦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의 작성 여부 참여조건 작성 서류
◦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실태
  - 인건비 지급대장과, 사업단별 참여자 출근부 확인 임금지급대상, 출근부
◦ 자활기업 인건비 지급실태(한시적인건비)
  - 인건비 지급대장과 자활기업참여자 출근부 대조 임금지급대장, 자활기업 출근부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초과근무 지급실태
  - 초과근무시간(16시간/주) 준수, 지급대상 적절성

여부
임금지급대장, 초과근무일지

직접
사업비 
집행

◦ 직접사업비의 집행 실태
  - 직접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사업단별 직접사업비 지출서류
◦ 사업유형별 직접사업비의 사용비율 준수여부 사업단별 사업계획서

인턴･
도우미형

사업 
관리

◦ 복지 도우미, 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 인턴
도우미형 사업 종사자 복무관리 실태

복무점검 자료(출근부, 대상
기관의 관리 자료)

◦ 자활도우미 관리 실태
  - 자활도우미 배치 조건 준수 여부

자활근로사업자 참여자 명부, 
근무관련 자료

사업단 
관리

◦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의 운영기간 
준수여부

  * 기본 2년, 최대 3년
사업단 설치 및 승인 관련 서류

 자활근로 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관리

구분 점검항목 증빙서류

매출 
관리 
일반

◦ 매출관련 보고 실시
  - 지자체로 보고 여부 및 보고서와 매월(분기) 통장 

일치
매출관련 시군구 보고서

◦ 매출액의 전산시스템 관리 실태
  -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점검

매출금
관리

◦ 사업단별 매출 관리
  - 매출 증빙자료, 작업일지와 통장관리 일치 여부

매출관련 서류, 예금 통장, 
사업단별 작업일지

◦ 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초기창업자금,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금 충당 및 적립 실태

  - 적립비율(20%, 60%, 20%) 준수 여부
  - 매칭금별 별도 통장 관리 실태

월별 관리 대장, 예금 통장

◦ 자활기업 창업자금 집행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창업자금 집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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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증빙서류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
  - 범위, 지자체 승인여부 지자체 보고서
◦ 자활기업창업자금 및 활성화 지원금의 자활기금 적립 

실태
  - 초기창업자금(사업단 종료), 활성화 지원금(연도말)의 

기금적립
사업단 운영실태 자료 및 활성화 
지원금 지출자료

◦ 수익금의 사용
  - 자립준비적립금･자립출발지원금의 적립 여부
    ※ ’13년 1월 이후 발생한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으로 사용함
개인별 인건비 지급자료,
개인별 적립금 관리 자료

 시설안전 관리

구분 점검항목 증빙서류

기타시설
안전분야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여부 교육일지
◦ 화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서류
◦ 소방설비의 작동 및 정상작동 여부 현장 점검

※ 점검표 내용은 점검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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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광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6조의5

1 개요

목적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

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광역단위의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역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 다양한 자활정보 제공 및 전문적･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창업･취업 능력을 배양

하여 센터별 구체적인 자활성공사례 배출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형성

추진경과

광역자활센터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04년 3개 지역 선정

  - 시범사업 지역 : 인천, 대구, 경기

  - 시범사업 기간 : 2004. 1월 ~ 2006. 12월(3년)

  -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 운영기관 평가 및 운영모형 연구(한신대, ʼ04.7~ʼ05.5)

   ･ 시범사업 운영기관 평가 및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상지대, ʼ06.11 합동)

     → 자활지원사업의 지원인프라로서의 광역자활센터 기능 및 사업성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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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시범사업기간 종료, 자활사업 전달체계로 구성

2008년 광역자활센터 추가 확대설치(부산, 강원, 전북 3개소)

2010년 광역자활센터 추가 확대설치(서울)

2011년 광역자활센터 법적근거 마련

2013년 광역자활센터 추가 확대설치(광주, 충북, 경남 3개소)

2 광역자활센터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1) 지정대상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활센터 직접 신청(운영) 가능

(2) 지정시 고려사항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 등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복지수요 및 관련기관 연계성 정도

(3) 지정 신청･절차

1) 지정신청

 광역자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광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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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지역특성 및 광역자활센터 지원의 필요성
       ②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목표
       ③ 신청자(기관)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인력의 

경력,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④ 광역자활센터 운영계획 : 실시예정 사업내용, 직원채용 및 시설 확보계획, 광역자활센터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계획
       ⑤ 사업별 세부계획 : 사업실시배경(지역사회 조사결과 등),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 지원,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지역의 사회적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계획, 기대효과 등
       ⑥ 예산안(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⑦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2) 지정절차

광역자활센터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1) 신청 법인 등(비영리법인, 단체)의 변경시 조치사항

광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가 원칙

변경지정 처리절차

  - 신규 지정시 방법 및 절차대로 추진, 단, 신청기관의 법인화, 운영법인 등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승인여부 결정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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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장의 변경시 조치사항

운영 법인 또는 단체가 광역자활센터장을 변경(교체)하고자 할 때, 적임자를 시･도

지사에게 추천

변경 처리절차

  1)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광역자활센터장을 변경(교체)하게 된 사유서(법인의 징계

처분에 의한 교체사유 등 포함), 적임자를 선정하게 된 경과보고서, 적임자라고 

판단한 조사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2) 시･도지사는 사업운영의 연속성 및 동질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사실을 확인조사 

후 변경 임명의 적정여부를 최종 처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에서 직영하는 광역자활센터의 장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 결정(변경여부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기타사항 변경의 경우

주된 사무소 변경 등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 광역자활센터장은 그 사유 등을 적시

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및 사전 협의

  - 변경후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변경사항 법인/광역자활센터 시･도 복지부
제출서류

신청법인등의 변경 ① 지정서 반납
 - 반납사유서 지정서 반납보고

신청기관의 법인화,
운영법인 등의 명칭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 관련자료

(시･도 제출)

② 검토의견서
 - 운영법인의 동일성 여부 판단
③ 변경관련자료
  ※ 변경여부 결정 : 시･도지사

변경여부
사항보고

(시･도지사)

광역자활센터장의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② 센터장 예정자 이력
③ 기타 참고자료

④ 변경여부 결정 : 시･도지사
변경여부
사항보고

(시･도지사)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

① 변경사항보고
 - 시･도에 보고

변경사항보고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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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서 재교부

센터명칭 변경, 모법인 변경, 지정서 분실 또는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 한함

  ※ 주소 변경의 경우 지정서 뒷면 주요 변경란 활용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1) 지정취소 대상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

하지 못하는 기관

  -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광역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지정취소 절차

광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정취소 건의

평가결과 또는 지도･감독 결과 지정취소 대상 선정(보건복지부 장관)

대상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

광역자활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지정취소 여부 등 결정(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해당 광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각각 문서로 통지

3 광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사업추진 방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270 ─ 

지역내 전문인력 등 네트워크 구성･운영하는 등 지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

주요사업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자활기업(사업단)의 설립 과정에서 경영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문 인력을 통한 

컨실팅 지원

  - 지역내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연계를 통해 경영진단 및 자문 등 지원

  - 자활기업 지원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지원 및 알선

  - 저소득층 개인 창업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취업 지원

  -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및 실직 빈곤층 중심의 DB 등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구인･
구직 네트워크 구성 

  - 지역 중소기업･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일자리 연계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자활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

  -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전문 창업지원 인력 육성 등 전문교육 실시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시･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시･도 단위의 자산형지원사업을 위탁 운영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Microcredit 집행

기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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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자활센터 운영 방안

기본방향

광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광역자활센터 운영주체로 선정된 기관은 기관장이 광역자활센터 사업 및 기관 운영 

등에 최종 책임을 지며, 모법인 및 법인내 다른 기관과의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

되어야 함

시･도지사는 광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광역자활센터의 직제･보수와 직원임용

광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업무의 전문성･성과계약 방식 등을 감안

하여 광역자활센터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운영체계

아래의 운영체계를 참고하되, 해당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조직 : 센터장외 3개팀, 운영위원회로 구성

   ･ 3개팀 : 기획관리팀, 창업･취업지원팀, 교육･홍보팀

   ･ 운영위원회 : 학계, 지자체 및 민간 자활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5~7명)

  - 직원 : 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직무분야 자격증 및 전공자 우선 채용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지역자활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준용

  ※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자활센터 사업수행능력과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고 및 지방비 
매칭 지원액 외에 자체예산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추가지원 가능

  -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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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1월중 제출

  -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매년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자활서식 11호]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매년｢예산 및 결산보고｣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와 함께 제출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목적

  - 광역자활센터의 법제화에 따른 센터운영의 역할 확립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자활

사업의 활성화 추진

  - 광역자활센터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광역단위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정립 및 발전방안 마련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진행

  - 광역자활센터에서 제출한 성과결과를 토대로 1차 서류평가 실시

  - 서류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혼합평가를 병행

  - 정성평가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현장평가는 제출된 성과자료 확인을 위해 실시

평가기준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 광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평가결과 활용

  -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우선권 부여, 우수기관 성과 

인센티브 지급

    ※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안) 수립 후 시･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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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미흡기관에 대한 조치 :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활센터의 사업추진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여부 평가 후 차년도 보조금 지급시 평가결과 

반영, 성과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전문화 컨설팅 지원, 복지부･지자체･중앙

자활센터 차원에서 지도감독 강화 등

5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및 사업의 우선 위탁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광역자활센터에 무상으로 

임대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구매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자활근로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광역단위 자활

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도는 사업물품에 대한 우선적 위탁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기타 지원사항

자활기금을 통한 지원

  -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자활센터에 사업비 위탁 및 자활기금의 일부

지원 가능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 추진 방향 : 매년 보건복지부, 시･도 자활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도･점검 실시

  - 점검 분야 : 광역자활센터 운영 : 인사, 운영비 보조금 집행, 사무관리, 시설안전 등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의한 지도･점검



∙ ∙ ∙ ∙ ∙ ∙
2014 자활사업안내

274 ─ 

  -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등 요구 조치

  -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시･도지사는 광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6 행정사항

예산의 합리적 편성

  -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자활센터에 사업비 위탁 및 자활기금의 일부

지원 가능

회계･통계 관련 보고시 정확성 확보

  - 광역자활센터는 수익금 통보 및 사업 현황 등의 보고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예산지원 중단,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광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

  - 광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직제 및 보수지침, 자체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 운영규정의 변경시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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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앙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자활지원체계의 총괄 조정 및 자활사업 직･간접 참여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중앙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1 개요

설치목적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민간자원 연계 등의 기능 수행 

및 자활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설치 근거 마련 : ʼ06.12

중앙자활센터 설립추진반 설치 : ʼ08.4

재단법인 설립허가 : ʼ08.7.21

주요 사업내용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탈빈곤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 자활사업 우수운영기관 사례분석 및 우수사례 도출･전파

  - 우수자활기업의 선정, 육성 및 사례공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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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 자활사업단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계 확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광역･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실무 총괄 기능 수행

  - 자활사업 수행기관 우수 및 미흡기관 교육, 컨설팅 체계 구축

  - 자활 성공 확대를 위한 우수지역 특화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활사업단의 정부재정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사업의 연계성 확보

  - 자활수익금, 매출금 관리 및 매칭금 중앙기금 운영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 자활사업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자활기업의 전환 및 육성지원

  - 지역 자활기업의 규모화･전문화 촉진

  - 자활사업 생산품 유통 활성화 지원

  - 취약계층 생산품 유통매장 BI 통합지원 및 표준화

자활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정부･학계 및 현장 관계자 등 자활관련 전문가 포럼 운영

  - 자활사업과 민간사회공헌(개인, 기업, 단체 등)연계 모델 구축 및 제안

  - 자활사업 관련 정보통계 DB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창업 역량 강화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성과관리형 취업지원 자활사업 ʻ희망리본프로젝트ʼ 사업 품질모니터링 및 예산관리

  - 탈수급 자산 형성지원사업 ʻ희망키움통장ʼ 매칭금 지원 및 모니터링

  - 자활사업 참여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ʻ내일키움통장ʼ 매칭금 지원 및 모니터링

  - 마이크로크레딧 ʻ희망키움뱅크ʼ 대출상환 모니터링 및 수행기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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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자활기업(사업단)의 설립 과정에서 경영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컨설팅 지원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관리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중앙자활센터의 운영

기본방향

중앙자활센터의 조직･인사･회계･급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동 지침과 

관련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자활센터장이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앙자활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중앙자활센터장은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센터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자를 

공개성･적합성 원칙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

  - 지역사회복지 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능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창업컨설팅 전문가 등

중앙자활센터장은 예산중 10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단, 수탁사업은 제외)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1월중 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매년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11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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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중앙자활센터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중앙자활센터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평가 및 자활관련 자료조사 등 필요한 경우 광역･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함

중앙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구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자활근로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전국

단위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및 시･도는 사업물품에 대한 우선적 

위탁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자활기금을 통한 지원

  -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자활센터에 사업비 위탁 및 해당 시･도 자활

기금의 일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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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1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사업 취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매우 미비하며,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이고

  -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속한 조성･활용이 필수적임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자발

적인 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유도･지원하고 있음

세부사업내용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영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임(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2)

(2) 기금의 조성 재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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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

국고보조금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참조

(3) 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

  -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자활기업의 규모화, 유통망 구축, 시설지원, 품질향상 사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선제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기금 활용

(4)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매년 기금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

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투자 등으로 운용함

  - 금융기관의 고수익상품 투자, 채권투자, 주식 등

  -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Portfolio를 구성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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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기관의 상품에 장기간 투자함으로서 기금운용을 어렵게 하거나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등으로부터 출연된 거액의 출연금인 경우

에는 당해연도 기금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액 지출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적립하는 방향으로 운용함

【자활기금의 관리･운영 위탁】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제2항

(5) 기금운용 관리체계

     ※ 시･군･구청장은 [자활서식 26호]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자활 기금운용･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14년도 기금운용계획

(1) 기금의 조성

기금은 일정한 규모이상 적립되어야 기금의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등으로 자활지원

사업 등을 위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할 수 있음

기금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역자활

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의 수 및 생업자금대여 건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적정규모를 추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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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시･군･구는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규모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 조성하여야 함

    ※ 다만, 목표액 조성기간 중이라도 기금 활용은 가능
현재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등을 극대화하고, 

기금조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함으로서 조속히 적정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ʼ14년도에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설치를 

완료할 것

(2) 기금의 사용

1)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장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일정한 금액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계속 적립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금의 적립이 적정규모에 미달하여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만으로는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수행비용 충당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하되, 나머지는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용하도록 함

   - 조성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가능규모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 추가

하여 활용 가능

   - 출연금, 이자수익 등으로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

기금조성이 적정 규모 적립되었으나 활용실적이 없는 시･군･구는 조성된 기금이 사장

되지 않도록 기금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당해연도 기금활용계획서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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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사업 내용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

부터 대여받는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5%범위 내)

   - 이차보전율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 이차보전대상 :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장이 결정

     ※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사업은 지자체의 자체예산 확보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수행토록 함.

 전세점포 임대

   - 지원대상 :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선정한 자활기업･사업단･개인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전세점포 임대 지원

     ※ ʻ개인ʼ의 경우는 개인창업자로서 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에 
한함

   - 지원방법 및 금액 : 관할 시･군･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

(2,000~10,000만원 범위내의 전세점포)

     ※ 단, 자활기업의 경우 20,000만원까지 전세점포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이율 : 고정금리 연 3% 이내(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대여대상 :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대여금액 :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하며,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원리금을 부담(사업자금 대여로 발생하는 해당 사업단의 

매출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초기 6월 까지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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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율 : 고정금리 연 3.0%이내(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이율
   - 사업자금대여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보장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고 보증

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방법도 활용가능)

   -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창업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ʻ기금운용심의위원회ʼ등 의결을 통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

 자산형성지원

   - (목적)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물적 기반 마련

     ①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I) (ʼ10년~)

     ②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내일키움통장(ʼ13년~)

     ③ 차상위층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Ⅱ) 도입(ʼ14.7월~)

     ④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 (지원내용) 일을 통한 근로소득 및 본인 저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자활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매칭 지원

   - (지원용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상 자산형성지원용도에 한하여 

적립금 사용승인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인적･물적 자산
형성으로 용도제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사업수행방식) 사업수행능력과 조직 및 인력체계를 갖추고 초기상담･금융교육, 

사례관리 등 전문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사업자 및 금융기관 선정 위탁

(최소한의 수행기관 운영비를 자활기금으로 지원 가능)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자활사업 지원,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비용,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비용,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임대료 지원 등으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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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의 경우, 자활사업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신청 하고 

보장기관에서는 필요성･지원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할 것

     ※ 이 경우, 지원받은 기관의 기관운영비･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열거된 사업 이외에도 자활인프라 설립 지원 등의 자활지원 사업 활용 가능

     ※ [지원기준] 1)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필요성을 지자체가 인정하고, 2) 해당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며, 3) 지자체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이 경우에도 단일 사업 지원이 1) 총사업비의 50%, 2) 적립 재원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세점포

임대를 자활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조기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①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 개인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상 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② 지원방식

  지원신청은 보장기관으로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하며, 개인창업자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함

    ※ 실제 이용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하더라도, 이용에 따른 법적 권리･의무는 당해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지게 됨

  심사･결정은 지원할 기금을 관리하는 보장기관의 장이 하며, 시･군･구는 시･도로 

보고하여야 함

  계약 및 지도점검

    - 해당 시･군･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개인창업자 보다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 보다는 자활기업을 우선 지원함

  적립금 보유, 수요처 확보 현황 등을 검토하여 원리금 상환 및 사용수수료 등 기타

비용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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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수익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함

    ※ 현재 수익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이 있는 사업아이템의 적극 발굴
  사업장확보 필요성을 검토하며, 현재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없거나, 사업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작업장의 확보가 필수적인 경우를 감안함

 ③ 지원내용

  가. 지원점포

   점포의 의미 : 점포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임차장소를 모두 포함

     ※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을 의미하며, 개인창업의 경우 개인주택을 임대할 수는 없음
   형태 : 전세 및 일부월세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점포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일부월세(보증금+월세)점포

       ※ 월세(관리비포함)는 자활기업･사업단･개인창업자가 부담
         →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월세는 점포지원으로 발생하는 해당 사업단의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초기 6월 까지는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지원 가능

   전세권 설정

     - 임대보증금의 환수를 위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며, 전세금이 없는 

전액 월세의 형태는 지원불가

     - 월세체납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상계를 막기 위한 수단은 보장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예) 3~6월분의 월세보증금을 선납하거나 해당 자활기업(사업단) 또는 지역자활센터 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등 

     - 보장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지원범위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구입을 인정함

     ※ 임대가 불가능하고 구입이 비용효과적인 경우에 한함(임야 등)
     - 농지 등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차권의 설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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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임대 : 2,000만원~1억원 한도내에서 임대료(전세금) 전액 원칙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업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사업성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가능

       ※ 단, 자활기업은 2억원 한도내, 개인창업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내 지원 가능
     - 구입 : 1억원 한도에서 구입금액의 70% 이내 지원가능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체 조달하도록 함

     ※ 관리비 및 인테리어비 등 기타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생업자금융자제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도록 지도

  다. 지원이율

   고정금리 연 3.0% 이내(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라. 지원기간

   지원단위기간은 1년~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

가능

   지원가능기간은 최장 6년까지 가능

     - 지원연장여부 결정 지원단위기간 만료 후 시･군･구청장은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단위기간 만료 후 다른 장소로 점포를 이전한 경우 : 당초 지원점포에 대한 전세금 
환수여부, 지원가능 기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간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④ 지원절차

  가. 신청 및 접수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또는 개인)이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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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지원결정

     - 지원할 기금을 관리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별지 제1, 2호 서식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보고

     - 시･도(시･군･구)는 지원신청 후 최대 1월내에 지원 결정을 하여야 함

       ※ 해당 시･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시･군･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게 할 수 있음

   결과통보 보장기관은 지원여부 결정내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지원

내용, 이자, 납부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함께 통보

  다. 기금집행

   시･도에서는 자활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시･군･구에 집행

   대여자금에 대한 사용수수료, 사업종료 후 원금은 시･도 자활기금으로 귀속

     ※ 구입의 경우 사업종료후의 부동산(점포･토지)은 자활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라. 사용수수료 등 납부

   대여자금에 대한 사용수수료

     - 납부액 임차보증금액에 대한 약정 연이자(3% 이내)를 매월 1/12로 균등분할납부

     - 납부시기 :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 사용수수료 선납부, 2회분부터는 계약일에 납부

       ※ 시･군･구청장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기별(분기 첫달 계약일)로 
사용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신청인이 보장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시･군･구 및 시･도 

담당과에 통보

     - 정산 : 사업이 중도에 중단･취소되는 경우 그 달의 사용수수료에 대한 일일

정산은 실시하지 아니하나, 분기별납부인 경우 월별정산은 가능함

  마.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계약체결 가능여부 확인(예시 1) 및 임대차 계약(예시 2)

     - 시･군･구청장은 임차예정점포에 대해 현장방문 및 건물주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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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건물과 건물소유주 일치여부 및 임대계약체결의사 확인

      ･ 전세권설정 가능성, 임대조건(전세 혹은 월세여부 등)

      ･ 임대보증금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첫달 사용수수료의 선납을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

     - 점포운영계약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으로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 명의의 임차계약 및 전세권 설정이외에 임대보증금을 환수가능한 별도의 
방안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승인하에 이를 갈음할 수 있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참고)

       ※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름

   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완료통보

     - 보장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지역자활센터 

등 신청인에게 지원완료 사실을 통보

   신청인은 사업개시 즉시 투자 및 해당 인허가사항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

개시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을 보장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은 

사업이 개시된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해당 시･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채권보전

   채권확보를 위한 확인절차

     - 보장기관은 전세계약체결전 및 일괄지급이 아닌 경우 중도금지급･잔액 지급후에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임대보증금환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①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서류 

열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업종제한지역 또는 재개발지역 여부 

     - 총액(대지+건물가격)의 60% - 선순위채권 > 전세권채권인 경우 채권확보 가능한 

것으로 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계약과 실례가격에 의한 가격 산정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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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후관리

  가. 지도･점검

   보장기관은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개시 3월 이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이상 점검
   점검사항

     - 지원대상자의 정상 영업 및 변동사항 여부

     - 임대현황 및 운영현황

     - 사업의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등

   보장기관은 지도･점검 결과 및 사업의 경영실적과 향후 전망을 점검 후 익월 10일

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예시 3)

  나. 지원결정취소 또는 중지

   점포운영자는 상호, 업종, 임대보증금관련사항 및 참여자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에게 <별지 제 4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장기관(시･군･구)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단, 보장기관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를 유예할 수 있음)

     - 기타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보장기관은 지체없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⑥ 보고사항

  보장기관은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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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임차예정점포 계약체결 가능여부 검토 보고】

1. 신청 지역자활센터 : 00지역자활센터

2. 신청 지역자활센터장 : 홍 길 동

3. 점포 임대 관계 사항

  1) 업  종 : 음식업

  2)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3) 임대규모 및 층수 : 145.04㎡, 3층

  4) 임대보증금 : 5,000만원

  5) 임대인 : 김 ○○(489212-1122000)

4. 확인･검토내용

  1) 부동산 위치 및 면적확인

    - 부동산 표시 : ○○도 ○○시 ○○동 ○○-○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대지 252.2㎡ 건물 497.53㎡

        1층 옷가게 등     153.50㎡ 2층 명동칼국수등     153.50㎡

        3층 제일디자인    153.50㎡ 4층 기원             64.50㎡

    - 확인 결과 :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위치 및 면적 일치

  2) 소유자 확인

    - 소유자 : 김 ○○(489212-1122000)

    - 확인결과 :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일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해당 점포의 위반사항 검토

: 위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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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1) 대지가격 : 673,374,000원

    * 공시지가 : 473,374,000원

    * 실례가격 : 673,374,000원(삼투공인, 한샘공인)

  2) 건물가격 : 0000원

  3) 총액의 60% : 404,024,400원

  4) 선순위채권 : 없음

  5) 총액의 60% - 선순위 채권 : 404,024,400원

    - 확인결과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상 채권확보 가능하므로 계약가능

6. 검토자 의견

  - 등기부 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 소유자가 일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해당 점포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결과 전세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 관련자료

              20   .     .     .

      검토자 : 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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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갑)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성명 : 00물산   대표이사 이 갑 돌(600101-*******)

임차인(을)
(점포운영자)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1-112번지
･ 지역자활센터 : 00지역자활센터장 김 자 활(540101-*******)

계약 특약사항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병)

임대인(갑)은 계약기간만료 후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아래의 자에게 반환한다.
 ･ 기관명 : ㅇㅇ시 ㅇㅇ구
 ･ 기관장 : 구 청 장(440101-*******)

  임대인 ○○물산 이갑돌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 ○○지역자활센터장 김자활을 “을”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병”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차 및 상가운영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갑”은 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아래의 계약기간 1년동안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조【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121번지

  2. 구  조 : 벽돌 슬라브조(지하 1층, 지상 3층)

  3. 임대차 : 1층 33.334 평방미터(10평), 다호(1층상가, 상가기준 우측에서 3번째)

제4조【상가의 운영】상가의 운영은 “을”의 책임아래, “을”이 지원하고 있는 ○○자활기업

(○○사업단)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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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은 금 ○천만원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없는 것

으로 한다. ② “갑”은 보증금 중 오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체결 후 즉시 “병”으로부터 

수령한다. “병”은 나머지 잔금을 채권 보전조치후(전세권 설정,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수령 

등)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 기간중에는 계약 당사자들(“병” 포함)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없다.

제6조【보증금의 반환 및 명도】“갑”은 보증금으로 금 ○천만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와 동시에 “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

될 경우에는 “갑”은 반환 요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변제충당】“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관리비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관리비 등을 2월이상 연체시 “갑”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을”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8조【관리비】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9조【채권보전】① “갑”은 “을”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 상가임대차보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

으로 한다.

  ※ 시･군･구청장(“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의 동의하에 계약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을”이 2월 이상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갑”은 이를 

“병”에게 통보하고 “을”에게 2월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원상변경의 금지】① “을”은 “갑”의 승낙없이 건물이나 부속물의 모양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을”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 종료시 건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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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타 법령의 적용】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그 

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갑)
･ 주  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성  명 : 00물산

대표이사 이 갑 돌(600101-*******)
(인)

임차인(을)
(점포운영자)

･ 주  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1-112번지
･ 지역자활센터명 : 00지역자활센터장 

김 자 활(540101-*******)
(인)

보장기관(병)
 ･ 기관명 : ㅇㅇ시 ㅇㅇ구
 ･ 기관장 : 구 청 장(440101-*******)

(또는 계약담당  홍 길 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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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임대사업 추진 현황보고

1. 일반현황

(단  : 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사업체명

사업비
(예산액, 
자본금)

참여인원(명)
소계 조건부수

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2. 임대차현황

소재지 사  용
용  도

건축물 현황 임대계약내용
구  조 규  모 계약액

(임대지원액) 계약일 이 자 이  자
납부일

3. 사업추진실적

기관명 사업체명
사    업    현    황

수  입  액  (A) 지  출  액  (B) 적립액
(A-B)소계 사업비

(예산지원액) 매출액 기타 소계 인건비 사업비
(영업비) 재료비 기타

4. 향후전망

※ 경영실적현황 및 임대차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서술

5. 사용지도 및 개선 건의사항

문제점 사용지도내용 개선 건의사항
 

※ 지원대상에게 지도한 내용을 서술
(필수 기재사항)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건의할 제도개선사항
(선택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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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

기 관 명 법 인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

구    분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명    칭

참여인원
(명)

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

업    종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

임 대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임    대
형    태

□ 전세
□ 일부월세

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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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기  관  명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형    태 □ 자활기업  □ 사업단 
□ 사업단

업       종 참여인원
사업목적

2. 임대희망점포 현황

소 재 지  약  도
구    조
규    모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
 전세금:
 월세금: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구     분 매  출
수입금 지출액 적립금 비고

계
○○○○ 년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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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년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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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개 시  신 고 서

사업실시
기    관

기 관 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기 관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장
상 호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
통 보 일

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

Ⅳ. 자활기금 ─ 301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변 경 신 고 서

사업실시
기    관

기관명
(성명) 법  인  명

기관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사 업 장
상  호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①상     호
②업     종
③사업양도
   ･포기
④임대보증금
⑤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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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활기관협의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목적 및 구성

시장･군수･구청장이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구성된 상시적인 협의체

목 적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 도모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체계 구축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1) 구성･운영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명칭 : (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

(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다음 각 기관 및 시설의 대표자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자활사업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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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또는 

과장)으로 하며, 사회복지과장(또는 계장)을 간사로 함

  -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자활기관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생활보장위원회 등 구성요건을 충족한 유사기능의 협의체가 있는 
경우 대체가능

참여기관 예시

  1) 보장기관 : 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기타 관련과(공공근로사업 주관과,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과 등)

  2)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 :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인력은행 등)

  3)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활기업･공동작업장 등 자활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 기관 등

    -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민간기관 등

    -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조건부수급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연계하고, 

동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등

  4) 기타 종교･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가능 기관 등

2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회의개최 시기

  - 정기회의 :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되,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이전 회의 개최

  - 수시회의 :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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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의사항

  -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

(매년 1차 회의시)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매년 1차 회의시)

  - 각 기관의 사업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

하는 사항

  -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

참여자 : 보장기관(시･군･구 실무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업안정기관

(직업상담원 등),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회의개최 : 분기 1회이상 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주요협의사항

  -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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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분류시 관련기관간 협의

조건부수급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내에서 

자활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검토

  - 보장기관 실무자 및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등 자활관련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상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자활근로 민간위탁단체 선정

자활근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에서 기준 마련･
선정 심사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후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

  ※ 자활근로 위탁은 지역자활센터 지정취지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사업단과 인원을 지역자활
센터에 우선 위탁하고, 관리운영이 어렵거나 사업의 특성상 여타 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
에는 타 기관에 위탁

지역자활지원 연계망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자활사업 관련 기관간 정보교환 및 수급자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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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번호 서  식  제  목 비  고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공통서식

2 ○○○ 시･군･구 자활사업 안내 가로서식

2-1 ○○○ 시･군･구 복지서비스기관 안내 가로서식

3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차) 상담 통보서

4 자활사업 위탁의뢰서

5 자활사업 결정 상담 (  ) 통보서

6 자활사업 위탁결과 통보서

7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지정 통보서

8 자활사업 참가결과 통보서

9 ([  ] 광역･[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10 자활기업 인정서

11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공통서식

12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13 자활근로사업 선발･투입현황

14 자활사업근무상황부 가로서식

15 조건부수급자 접수대장

16 조건부수급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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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1호-공통서식]- 시･군･구                                                   [1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결정

]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신
청
인
/
세
대
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조
사
심
의
결
과

 □ 신청결과

□적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및  유 의 사 항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
□장애인복지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 □장애인복지, □기타)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금액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
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
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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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조
사
심
의
결
과

□적합

□아동･
청소년

□ 특별지원청소년
1. 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기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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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조
사
심
의
결
과

□적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
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
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
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

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기타(            )

□중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 기타(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 미해당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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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5)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6)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
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7)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8)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9)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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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
건
부 
수
급
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특이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보장
안내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

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
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
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참여

(7일 이내
방문･전화상담)

보고 시･군･구

  자활사업의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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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3호] 조건부수급자 상담불응시 상담요구통보서 (읍･면･동)

<시･군･구 보관용> 담   당 기관장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차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1. 상기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     년    월   일)까지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 등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자에 대하여 (     년    월   일)까지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동 기간내 가구
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조건부수급자용>  ※ 통장(이장) 등을 통해 조건부수급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조치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차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1.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통지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      년   월   일)까지 (              )기관에 방문하여 참여할 구체적인 자활
사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담에 응하지 아니한 바, (     년    월       일)
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전화상담)하여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 기한내에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일내 
상담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명          성명 :                            시･군･구청장   
문의전화 : 
담당기관 : (     )시･군･구청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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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4호] (시･군･구 →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위탁의뢰서

 □ 위탁기관명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탁사업명 의 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위탁하고자 하니 적합한 사업내용･일정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

(         ) 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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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5호] 자활사업 결정상담통보서(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보관용>

담   당 기관장

자활사업 결정 상담 (   )차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1. 상기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     년    월   일)까지 참여할 구체적인 자활사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 등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자에 대하여 (     년    월   일)까지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동 기간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               직급 :         성명 :          (서명)

------------------------------------------------------------------------------------------------------------------------

<조건부수급자용>  ※ 조건부수급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조치

자활사업 결정 상담 (   )차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1.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통지된 바 있습
니다.
    2. 따라서 (      년   월   일)까지 (              )기관에 방문하여 참여할  구체적인 자활
사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담에 응하지 아니한 바,  (     년    월    일)까지는 
본 기관에 방문(전화상담)하여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 기한내에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일내 
상담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명          성명 :                       (자활사업실시기관) 장 
문의전화 :                                           



서  식

서  식 ─ 321

[자활서식 6호] (자활사업실시기관 → 시･군･구)

자활사업 위탁결과 통보서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조건제시내용 비고

(의견)사업명 사업내용 실시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 기관에서 위탁 의뢰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자활사업실시기관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주명 :     (서명 또는 날인)

                      시･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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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7호] (시･군･구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지정 통보서

수급자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조건부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활사업명
사업내용
실시기간

실시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근로능력･자활
욕구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통보하여 드리니,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만약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명           성명
문의전화번호 :
담당기관 : (          )시･군･구청

시･군･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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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8호] (자활사업실시기관 → 시･군･구) 

자활사업 참가결과 통보서

연
번 성명 구분1) 주민

번호
전화
번호 사업명

참가현황 조건이행여부
근로일수2) 임금

지급액 불이행 불이행
최종일 의견

예)조건부수급자 (      )
(      )
(      )
(      )
(      )

예)비조건부수급자 (      ) 기재불필요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기관에서 위탁 의뢰받은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 등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자활사업실시기관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주명 : (서명 또는 날인)

                       시･군･구청장  귀하
※ 1. 구분 : 조건부수급자, 비조건부수급자(근로무능력, 조건부과제외자), 자활급여특례자

2. 근로일수 중 주차, 월차는 괄호 안에 일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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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9호]

([  ] 광역ㆍ[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설립 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자활센터
(지역ㆍ광역)

명칭
소재지 
규모
자산 총액 전문인력 수
광역자활센터 시도단위 복지사업 경험  [  ] 있음  [  ] 없음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경험  [  ] 있음  [  ]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1. 광역자활센터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 지정

(보건복지부)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2. 지역자활센터

신청서 작성 ‣ 접수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지정

(보건복지부)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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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10호]

제      호

자 활 기 업  인 정 서

자  활  기  업  명 : 

지원 지역자활센터 : 

주             소 : 

    위 자활기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설립･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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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11호] - 공통서식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     .     . ~     .     .     .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자활근로, 지역봉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함(국고보조금 교부도 

각각 별도로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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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12호]-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
이력
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가구총소득  월       만원 가구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건  강  양호  불량    (불량사유 :                                  )
장애 유무  있음  없음    (장애 유형 및 등급 :                         )

희  망
자활근
로사업

 업그레이드형
 ①
 ②
 ③
 취로형
 ①
 ②
 ③

기타
사항
기술

(본인)

여타 공공근로 또는 
취로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 기  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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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13호]-자활사업실시기관용

자활근로사업 선발･투입현황

(단  : 천원)

성  명 구  분 주민등록번호 참여사업 참여기간(예정) 일  당 비  고

※ 구분란에는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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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15호] (자활사업실시 기관용)

조건부수급자 접수대장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조  건  부
수급자유형

의  뢰
받은날

위    탁
결정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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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16호] (자활사업실시기관용)

조건부수급자 관리대장

관리번호 (    )   

조건부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담
□ 상담
□ 상담불응 상담일자

내  용

생계
급여
조건
제시
내용

사업내용
실시기간

실시기관  ※ 실시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재 전화번호
주소

조건
이행
여부   

이행여부  □ 이행  □ 불이행 
불 이 행
결정일자

 ※ 조건불이행 요건이 충족된 최종 일자 기재

사  유
 ※ 조건불이행한 날 및 사유를 모두 기재

생계급여
중지여부 □ 중지 중지일자

당초
제시된
조건
이행
여부

□ 재이행

이행일자

사업내용
 □ 동일
 □ 변경 (                                 )
  ※ 동일 실시기관내 사업내용만 변경된 경우
    (예) 자활기업 사업은 동일하나 집수리도우미사업
         → 간병도우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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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서식 17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명부 <삭제>)

[자활서식 18호] 자활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동의서 <삭제>)

[자활서식 19호] 자활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삭제>)

[자활서식 20호] 20  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실시기관 예산편성(○/4분기) <삭제>)

[자활서식 21호] 20  년  (  / )분기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실 실적보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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