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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 그 동안 각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 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선담당자들이 개별 사업 

지침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별 다양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표준화하고 통합

하여 기술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동 ｢사회보장급여 공통

업무 안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법령 또는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과 일선 담당자가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제도와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들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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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①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주요사업별 제도 

요약

(12p)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 ʼ19년도 주요 변경사항 반영

  (※세부내용 본문 참조)

신청장소

(31p)

▪13개 사업 16종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

정보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요금 감면서비스,

▪18개 사업 21종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가능

 ‑ 아동수당,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 

추가

신청시 안내사항

(33p)

▪처리기한

 ‑ 한부모가족：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처리기한

 ‑ 한부모가족：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조사대상

(41p)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주거

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53p)

▪보육,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유사 금품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타인 및 공사기관 

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보육,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유사 금품

 ‑ 아동수당 추가

사업별 소득조사 

항목

(55p)

▪차상위 자산형성

 ‑ 사적이전소득 적용

▪차상위 자산형성

 ‑ 사적이전소득 미적용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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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상시근로자 소득

(57p)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국민연금공단 자료

  ③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1 산재보험

   ③‑2 고용보험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19.4월부터, ’19.3월까지는 기존과 동일)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②‑1 산재보험

   ②‑2 고용보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57p)

▪신설 ▪다만,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상시근로자 소득

(57p)

▪신설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19.4월부터 적용)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자활근로소득

(59p)

▪신설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자활근로소득

(60p)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신설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60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월



❙주요 개정사항

③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기타 사업소득

(63p)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조사방법

 ‑ 아래 원칙에 따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두 소득을 

더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소득 자료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만 “사업소득” 

으로 반영

  ※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는 사회보험 

자료의 반영순위는 상시근로소득의 

순위와 동일

 ･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이자소득

(64p)

▪조사방법

 ‑ 신설

▪조사방법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 

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 

만큼 추가 공제 가능

보장기관 확인소득

(73p)

▪산정기준 금액

 ‑ 1일 60,24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 ʼ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기준

▪산정기준 금액

 ‑ 1일 66,80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9년 최저임금)

  ※ ʼ1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기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83p)

▪조사방법

 ‑ 참고 추가

▪조사방법

 ‑ 토지가격 적용율

  ※세부내용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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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동산

(87p)

▪조사방법

 ‑ 2018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세부내용 본문 참조

▪조사방법

 ‑ 2019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세부내용 본문 참조

기타 산정되는 재산

(103p)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ʼ18년 기준) 단독가구 1,841,575원, 

부부가구 2,259,601원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ʼ19년 기준) 단독가구 1,880,016원, 

부부가구 2,306,768원

소득인정액 산정

(113p)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0.7×(근로소득 ‑84만원)} +

기타소득*

 ‑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 ‑ 69만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0.7×(근로소득 ‑94만원)} +

기타소득*

 ‑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 ‑ 77만원)} +

기타소득*

  ※장애인자립자금대여：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소득평가액

(118p)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 신설

 ‑ 신설

 ‑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30%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75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부양의무자 조사

(124p)

▪대상사업

 ‑ 추가

▪대상사업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계획

  ※세부내용 본문 참조

부양의무자 조사

(125p)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확인

 ‑ 참고 추가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확인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세부내용 본문 참조

보장결정

(129p)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세부내용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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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8년 2019년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30p)

1.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3%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8년 단독 131만원, 부부 209.6만원)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8년 단독 121만원, 부부 193.6만원)

▪긴급복지

 ‑ 재산

 ･대도시：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8,500만원 이하

 ･농어촌：7,250만원 이하

1.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4%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9년 단독 137만원, 부부 219.2만원)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9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긴급복지

 ‑ 재산

 ･대도시：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118백만원 이하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31p)

▪참고 추가 ▪참고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지원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32p)

2.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80%(건보료 판정)

▪발달재활서비스

 ‑ 소득≦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건보료 판정)

▪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소득≦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건보료 판정)

2.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건보료 판정)

▪발달재활서비스

 ‑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건보료 판정)

▪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120%(건보료 판정)

급여･서비스 개요

(141p)

1. 주요 복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부교재비 

 ･초등：66,000원/년

 ･중･고등：105,000원/년

 ‑ 학용품비

 ･초등：50,000원/년

 ･중･고등：57,000원/년

1. 주요 복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부교재비 

 ･초등：132,000원/년

 ･중･고등：209,000원/년

 ‑ 학용품비

 ･초등：71,000원/년

 ･중･고등：81,00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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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8년 2019년

급여･서비스 개요

(142p)

▪기초연금(’18.3월까지)

 ‑ 노인단독 ‑최고 206,050원

 ‑ 노인부부 ‑최고 329,680원

▪기초연금(’19.3월까지)

 ‑ 노인단독 ‑최고 25만원

 ‑ 노인부부 ‑최고 40만원

급여･서비스 개요

(142p)

▪장애인연금(’18.3월까지)

 ‑ 18세～64세：최대 206,050원*

  *부부장애인 ‑최대 329,680만원*
 ‑ 65세 이상：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장애인연금(’19.3월까지)

 ‑ 18세～64세：최대 25만원*

  *부부장애인 ‑최대 40만원*
 ‑ 65세 이상：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급여･서비스 개요

(143p)

▪양육수당

 ‑ 대상：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급여액

 ･ 0~11개월 ‑월 20만원

 ･ 12~23개월 ‑월 15만원

 ･ 24개월～84개월미만 ‑월 10만원

▪양육수당

 ‑ 대상：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급여액

 ･ 0~11개월 ‑월 20만원

 ･ 12~23개월 ‑월 15만원

 ･ 24개월～86개월미만 ‑월 10만원

급여･서비스 개요

(143p)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양육비：월 13만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18만원

 ‑ 학용품비：3월 급여지급일(3.20)에 지급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원

 ‑ 학용품비：7월 급여지급일(7.20)에 지급

급여･서비스 개요

(143p)

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 기본급여：506～1,270천원

 ‑ 추가급여：108～2,938천원

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 기본급여：610～1,530천원

 ‑ 추가급여：130～3,53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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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1. 목 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구축과 함께 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가구 

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효율적 업무처리 절차 

제시

각종 사회보장사업 집행 시 적용할 공통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여 사회보장사업별로 

다양한 기준을 일선 담당공무원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2. 적용시기

2019년 1월 1일부터

3. 적용대상 사업(사회보장급여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ʻ사회보장급여법ʼ)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 아동복지법

라. 노인복지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장애인연금법

사. 영유아보육법

바. 입양특례법

자. 의료급여법

차. 기초연금법

카.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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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한부모가족지원법

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너. 아동수당법

더.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4. 용어의 정의

사회보장：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급여：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의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수급자：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수급권자：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지원대상자：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보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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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

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시스템(범정부･행복e음)

바우처：사회보장급여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전자적인 형태를 가지는 바우처를 의미하며, 급여의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과정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

조사：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 자격 등의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지원대상자의 경제력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

소득：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대상 소득을 의미하며,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됨. 급여별로 조사대상 소득항목은 급여의 목적･ 
취지 등에 따라 다름

재산：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대상 재산을 의미하며, 

크게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동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 금융재산(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가 해당됨. 급여별로 조사대상 재산항목은 급여의 목적･취지 등에 따라 다름

소득인정액 방식：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하여 단일값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제력 평가 방식. 선정기준선 역시 단일값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고, 소득과 재산 

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선을 가지는 경제력 평가 방식.

건강보험료 부과금 방식：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순서로 

변환하여 경제력을 평가하는 방식

자격 확인：특정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경제력 평가를 갈음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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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기준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하는 금액

〔소득재산 조사 방법〕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방법은 크게 소득･재산 항목별 조사, 건강 보험료 

부과금 활용, 자격 확인으로 구분

  ‑ 소득･재산 항목별 조사：소득･재산 항목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경제력을 측정

    ※재산의 소득 환산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 방식과 재산평가분리 방식으로 구분

구분 소득인정액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

소득
재산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평가액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선)
➩경제력 기준 부합

(소득평가액 < 소득기준선)

(재산평가액 < 재산기준선)
➩각 요건 충족 시 경제력 기준 부합

  ‑ 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측정

  ‑ 자격확인：주요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경제력 평가를 갈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확인, 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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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 유형

(통합조사팀 조사 후 사업팀 이송)
② 유형

(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③ 유형 

(시･군･구 또는 보건소 접수)
④ 유형

(읍･면･동 즉시 처리)

대상
사업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사업
 ･노인돌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긴급복지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차량표지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상 담
신 청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소)

읍･면･동
⇩ ⇩

시･군･구 요청
⇩ ⇩ ⇩

즉시처리

조 사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또는 사업팀
사업팀

(또는 보건소)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 판정･주택조사 의뢰
(기초생활)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양육수당, 아동수당 별도조사 없음

자격확인
소득재산 확인

⇩ ⇩ ⇩
시･군･구 요청

⇩
보장
결정

사업팀 사업팀
사업팀

(또는 보건소)

결정, 통지 결정, 통지 결정, 통지

⇩ ⇩ ⇩ ⇩
급여･
서비스 

사업팀 사업팀
사업팀

(또는 보건소)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급여･서비스 제공

⇩ ⇩ ⇩ ⇩

변동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통합조사관리팀/사업팀
(또는 보건소)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보장
중지

사업팀 사업팀
사업팀

(또는 보건소)

급여 중지 서비스 중지 급여중지

 

* 긴급복지지원사업：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등 협조
** 장애인연금：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등급 심사는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조사･보장결정･보장중지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경우 보훈지청(문화재청)에서 신청･접수, 선정･통지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ⅡⅡ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1.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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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

상담･신청

 (상담)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수급 가능한 급여･서비스 

안내,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등 의뢰

 (일괄 신청) 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 개별 사업 각각 신청, 개별 조사 ➝ 일괄신청, 통합조사

 (신청서 기재항목 최소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를 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추후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액을 반영

 (민원등록 절차 간소화) 신청서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등록, 

접수번호 자동 부여

조사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기초생활)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경우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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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반영(공적자료 우선 적용)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능력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사업*은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되,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시 반영

 해당 사업팀에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팀에서 선정 기준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통지

※ 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자 중 보장결정 전 긴급히 생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급여지급

 급여지급자료 생성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 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의뢰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ʻe‑지로시스템(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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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소득재산 변동사항：확인조사시 알림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매일 알림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긴급지원대상자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금융재산 조회 포함)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소득･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팀에 통지하고 사업팀에서는 해당 월 급여 

변동 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 익월급여에 반영

※소득인정액 재산정(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팀에 보장 중지 요청

  ➩보장중지 및 결정(사업팀), 보장비용 징수(사업팀/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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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양곡 공제：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ʻ양곡공제 연간계획ʼ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액

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장기입원공제：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예상급여액 확인시 급여생성 이상자(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상계 계획 수정

*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양곡 계획 수정

급여지급자료 생성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 ʻʻ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ˮ와 동일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ʻʻ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ˮ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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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Ⅲ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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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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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이력관리신청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연령 기준 •만 65세이상 노인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ʼ19년 노인단독 137만원, 노인부부 219.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94만원)}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상시근로소득에서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

(자동차가액)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월] +P**

 *기본재산액：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P：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직역연금 

기준

•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 (특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기준연금액의 50% 산정)

2. 기초연금 



제1편

총

괄

제1편 ❙ 총  괄

  15

구  분 내    용

조사 조사내용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

급여

지원액

(ʼ19.1월~

ʼ19.3월 

적용)

※ ʼ19.4월
변경되는 

지원액은 

추후 통보

•기초연금 급여액：월 최고 단독가구 250,000원, 부부가구 400,000원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기준연금액(250,000원), 부가연금액(125,000원)  또는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 연금액을 산정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200%이하：❶과 ❷중 큰금액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초과：❶로 산정

    * ʻ국민연금 급여액등ʼ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적용 

산식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❶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 (A급여액+연계퇴직연금액의 1/2)} +부가연금액

❷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

‑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부부2인 수급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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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 보육 (보육료, 양육수당)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주민번호 발급이전으로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ʻ가신청ʼ이며, 정식 신청일은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가 주민번호를 보완한 날임.(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 

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예)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공통서식)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종일반 사유확인서 및 증빙서류(보육 종일형 자격 신청시)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0~85개월)：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0~85개월)：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0~85개월)：100～200천원

•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무관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20천원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월 462천원

•장애아 보육료：월 462천원(정부지원시설 기준)

•방과후 보육료：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월 23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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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아동)수당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만18~20세인 초･중등교육법상 재학중인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지급)

신청

신청권자
•장애수당：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장애아동수당：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기준 •등록 장애인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장애수당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월 4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월 20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월 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중증：월 15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경증：월 10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월 7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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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연금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신청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소득재산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예외적인 경우,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필요)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ʼ19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122만원, 장애인부부 195.2만원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 – 77만원)}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상시근로소득에서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

(자동차가액)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월] +P**

 *기본재산액：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P：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기타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조사 조사내용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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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급여 지원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공통)

  ▸~2019.3월：250,000원(감액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19.4월~2019.12월：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253,75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 부가급여(차등)：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8만원 330,00원1)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9.3월：20,000원~330,000원

2019.4월~2019.12월：20,000원~380,000원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

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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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긴급복지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권자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서류

•필수서류

 ‑ 신청서 별도 없음(해산･장제･전기요금은 신청서 필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재산기준：대도시(188백만원), 중소도시(118백만원),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타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조사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금전 

･
현물

지원

주

급

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월 1,195,900원(4인)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월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12회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 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월 1,450,500원 이내

(4인)
6회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 수업료 등 필요비용 

‑ 초 221,600원,

‑ 중 352,700원

‑ 고 432,200원 및

입학금･수업료 등

2회
(주거 지원 

4회)*

기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

회)

민간 연계 등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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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72%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기타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포함)

조사 조사내용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이하)

종류 및 

지원액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5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2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 월 50,000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중･고등학생 1인당 연 54,100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포함)
 ：만24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공통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2편





•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1장 상담･신청

Ⅰ. 상 담

Ⅱ. 신 청

Ⅲ. 접 수





제2편

제1장

상

담

･
신

청

제2편 ❙ 공통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27

제1장 상담･신청

ⅠⅠ 상 담

1. 목 적

지원대상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 

하고, 적합한 사회보장급여의 안내 및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 실시

2. 상담유형

내방상담：지원대상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내방하여 실시하는 상담

방문상담：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전화상담：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전화로 걸려온 상담 또는 ʻ보건복지콜센터ʼ 
(129)로부터 시･군･구로 이관된 상담

3. 상담내용

지원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

‑ 인적사항, 가구원, 부양의무자 유무 등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 건강상태, 소득･재산,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원하는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안내

‑ 지원 가능한 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 신청서, 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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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지원대상자 확인
지원대상자의 인적정보, 가구구성, 소득재산, 수급이력 등을 확인

하여 상담을 준비

상  담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주요문제, 복지욕구, 건강상태 등을 파악

하여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탐색

상담 등록 상담내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연계요청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연계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경우 등은 사례관리 의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요청

민간 서비스 등 연계 

5. 유의사항

상담을 통해 가구 특성, 주요 문제 및 욕구 등을 통합적으로 충분하게 파악

‑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고 제공가능한 각 분야의 사회보장 

급여를 점검하여 안내

해당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를 충분하게 안내 

하여 재방문을 최소화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둘 이상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치 않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상담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리

공적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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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신 청

1. 신청 유형

본인신청：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지원대상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권신청：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참고〕신규신청과 변경신청

기존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시,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정보시스템에 입력

  ‑ 가구원(부양의무자) 추가 및 정보의 변경, 보장의 추가･변경, 첨부서류 변경 및 신고소득･재산의 변경

2. 신청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신청 안내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의 신청방법,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사업별 구비서류 등 제출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등록･접수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서류보완 안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를 보완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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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권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밖의 관계인

‑ 지원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복지 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구 분 지원대상자, 친족, 담당공무원 이외 신청권자

기초생활보장 ‑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사회복지시설장 등(위임장 필요)

한부모가족지원

‑ 그밖의 이해관계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 

하는 학교의 교사)

장애(아동)수당
‑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활동지원
‑ 그밖의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인 지정서 필요)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등

‑ 법정대리인･후견인

4.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일부 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소년특별지원 등), 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에서 신청 가능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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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필수서류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소득확인：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확인：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18개 사업 21종 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요금 

감면서비스, 아동수당,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급여, 아동급식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가능

5.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한 서식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 

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서식을 따름

〔참고〕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보장비용･ 부당이득 환수(반환 명령) 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보존기한)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최소 1년까지 보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존기한에 대한 예외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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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필수서류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본인계좌 통장사본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통주택･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확인：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부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등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14세 미만)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19세 이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시 ʻ심사규정ʼ에서 정하는

서류

‑의사소견서, 비만 지수･심리결과 확인서,

추천서 등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보육료]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양육수당]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영아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
 *행복e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

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농･어촌양육수당)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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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기초생활보장：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보육료지원：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기초연금：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한부모가족：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장애인연금：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통지방법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신고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자) 아래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 수급권 상실사유：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 

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사유：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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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자) 장애인연금법 제 16조에 따라 아래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수급권 소멸 사유：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사유：장애인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개명, 주민

등록번호정정,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사유* 소멸

 * 지급정지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보육료 종일형 신청자) 종일형 자격의 중지･소멸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보장비용의 환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환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제49조)

 ∙ 기초연금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3항)

 ∙ 의료급여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5조4항)

 ∙ 장애인연금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제3항)

 ∙ 영유아보육법：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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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지원법：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9조4항)

‑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3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기초생활보장 지침)

‑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 

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을 안내

‑ 수집된 정보는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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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기초･장애인연금)

(1) 조사목적：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연금 신청 안내

(2) 조사대상

  ‑ (기초연금) ’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장애인연금) ’17.8.9.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자 중 ’17.8.9.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사방법：｢행복e음｣에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 

자료를 유지

(4) 조사결과：기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5) 관리중지：연금 수급권 취득 시,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기초･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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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접 수

1. 신청 등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정보시스템에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 민원 접수처리(행복e음), 접수확인(민원행정시스템), 처리완료(행복e음)

신청일자는 급여기준일, 접수일자는 민원처리기한 산정 기준일이 됨

2.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ʻ신청일ʼ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시･군･구 또는 읍･면･동 조사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즉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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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사 

ⅠⅠ 조사개요

1. 조사유형

 신청조사：급여 신청 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확인조사：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실시하는 

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자 등 별도조사가 필요한 수급자에 대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기초생활보장)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2.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보장가구원, 부양

의무자

그 외 사업：보장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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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사원칙

자산조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 

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은 ʻ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ʼ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은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시 직권으로 근로소득 반영

5. 조사방법

별도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 ➝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실시(통합조사관리팀)

건강보험료로 소득･재산 확인하는 사업 ➝ 건강보험료 수준을 조회하여 판단

(읍･면･동, 시･군･구)

자격확인으로 대체하는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자격확인으로 대상자 

여부 판단(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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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절차 (신청조사)

단  계 업 무 내 용

조사대상 확인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공적자료

조회 요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 시 공적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자료제출 요구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보장)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여부 판단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의뢰

조사결과 처리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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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파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취업･퇴직사실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확인서

‑사업자 소득 파악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어업소득 파악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임업소득 파악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사적이전소득 파악

‑주거급여 대상 확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 

에서 차감처리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7. 자료 제출 요구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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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개인간 부채 확인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근로능력 판정

급여계좌 확인 ‑통장사본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8.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내방 최소화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ⅡⅡ 보장가구의 확정

1. 목 적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가구 단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신청 시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보장단위가 되는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보장결정 이후에도 인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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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동일주민등록 ② 별도주민등록 ③ 외국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는 사람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사실혼포함)
･ 30세미만 자녀(취업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기초
연금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자
  *고유식별 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

영유아
보육

･부모 및 형제 자매

 ‑성인(만19세 이상)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 자가 

선택 하도록 함
  ※조부모(가정 해체로 조부모 양육 시)와 

아동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부모 및 형제 자매

 ‑성인(만19세 이상)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 자가 선택 

하도록 함

･아동의 부 또는 모

2. 사업별 보장단위

선정단위：가구

급여단위：가구 또는 개인

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단위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급여단위 가구/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가구/개인 개인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선정･보장 가능

3. 사업별 가구의 범위

급여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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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동일주민등록 ② 별도주민등록 ③ 외국인

장애
(아동)
수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는 사람

･배우자(사실혼 포함)
･ 30세미만 자녀(취업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 자와 이혼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 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장애인
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자

  *고유식별 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

긴급
복지
지원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생계를 의존 하고 있는 동거인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가구원과 분리

된 가구의 주 소득자

･교육, 양육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이 확인

된 사람 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 국적의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아동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아동

･거주불명등록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또는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 중인 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하여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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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구분 ① 동일주민등록 ② 별도주민등록 ③ 외국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사실혼 포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해당사항 없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서비스이용 대상자

･배우자

･미혼자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

된 가족*
 *가족：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사실혼 포함) 
･출생신고 전 출생아(산모신생아)
･미혼자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역사회
서비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해당사항 없음

발달재활
서비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및 배우자(사실혼 포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4. 가구 범위 확정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③ 사업별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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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배우자(사실혼 포함)

‑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

의무자

‑외국인 배우자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와 동일

하게 소득･재산･금융 등 

조사한 후 보장가구원

에서 제외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중인 사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재외국민

기초

연금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배우자중 

혼인신고 후 2년 경과된 사람

〔가구구성 처리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②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③ 사업별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삭제(담당자 확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

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사업별로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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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영유아

보육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 20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 등록 시)

장애(아동)

수당

‑배우자

‑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장애인

연금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제2편

제2장

조

사

제2편 ❙ 공통업무절차

제2장 조  사  51

사업명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생계 의존)

‑자녀(생계 의존)

‑동거인(생계 의존)

‑사실혼 배우자(생계 의존)

‑외국인 배우자(생계 의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 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재외국민

한부모

가족지원

‑부 또는 모(외국인포함)

‑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의 자녀외의 세대원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 22세)을 

초과하는 혼인 전 자녀

※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자ʼ는 조사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5. 부양의무자의 범위

사업별 부양의무자 범위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
가족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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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정방법

① 신청인의 
보장가구 구성

②부양의무자 확인
(담당자 확인)

③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등록

보장가구 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권자의 가구범위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등을 확인

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가구구성형태(재혼한 부모, 

부모가 다른 자녀 등)에
따라서 제적등본 확인

 ※ ʼ08.1.1일 전 가족관계 변동

자료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주민 

등록조회를 통해 부양 

의무자가구원 등록

6. 공적자료 조회

확정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요청

7. 보장기관이 다른 가구원 조사 및 변동처리 방안

동일한 보장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보장기관이 다른 경우(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는 각 보장기관이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먼저 신청 접수된 

보장기관(주 보장기관)이 보장결정함

‑ 주 보장기관에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보장 결정이 완료되면 변동알림 기능으로 

다른 보장기관에 제공되며, 다른 보장기관에서는 급여생성여부 확인

‑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신청과 동일하게 주 보장기관이 처리하여 

다른 보장기관에 통보

※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주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보장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자료를 

스캔등록 후 처음 신청한 주 보장기관에 알림기능으로 제공되고, 주 보장기관에서 변동자료를 

적용하면 관련 적용항목을 자료 제출한 다른 보장기관에 반영토록 함



제2편

제2장

조

사

제2편 ❙ 공통업무절차

제2장 조  사  53

ⅢⅢ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ʻʻ소득ˮ은 ʻʻ소득평가액ˮ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ʻ실제소득ʼ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등을 차감

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ʻʻ실제소득ˮ을 의미

2. 실제소득의 범위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 보장기관 확인소득

※ 실제 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종류는 사업별로 다름(ʻʻ4. 사업별 소득조사항목ˮ 참조)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 보육,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유사 금품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수당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의 종류는 사업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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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산정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 근로상태 변경없이 공적자료에 대한 소명시도 동일 기준 적용

상시근로소득1),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일용근로자소득

‑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ʻ전월 소득ʼ 반영

나. 변동자 소명시 처리 기준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 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지급월부터 

바로 적용)을 산정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확인조사(정기)시 일용근로자소득 산정 기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반영할 경우 ʻ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상반기 확인조사는 전년도 2･3분기, 하반기 확인조사는 전년도 4분기, 당해년도 1분기 월평균소득 반영)

4. 사업별 소득 조사 항목

수급권자가 신청한 사업과 관계없이 공적자료는 모든 소득항목에 대해 조회됨

‑ 다만 각 사업별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항목은 사업별로 다름

1)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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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신청한 사업별로 공적자료 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소득항목 결정

‑ 한 사업만 신청시：아래 표의 (×) 해당 소득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조사할 

필요 없음

‑ 둘 이상의 사업 신청시：각 사업의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하고, 

사업별로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미적용

예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

②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

③ 기초연금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만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되고, (×)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미적용

사업명
항목별

국민
기초

기초
연금

긴급
복지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지원

차상위
자산
형성

한부모
가족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 ○ ○ ○ ○ ○ ○ ○
일용근로자소득 ○ × ○ ○ × ○ ○ ○ ○
자활근로소득 ○ × ○ ○ × ○ ○ × ○
공공일자리소득 ○ × ○ ○ △* ○ ○ × ○

2. 사업소득

농업소득 ○ × ○ ○ × ○ ○ ○ ○
임업소득 ○ × ○ ○ × ○ ○ ○ ○
어업소득 ○ × ○ ○ × ○ ○ ○ ○

기타사업소득 ○ ○ ○ ○ ○ ○ ○ ○ ○
3. 재산소득

임대소득 ○ ○ ○ ○ ○ ○ ○ ○ ○
이자소득 ○ ○ ○ ○ ○ ○ ○ ○ ○
연금소득 ○ ○ ○ ○ ○ ○ ○ ○ ○

4.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 ○ ○ ○ ○ ○ ○
사적이전소득 ○ △** × × △** × × × ○

부양비 ○ × × × × × × ×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 × ○ ×

  *장애인연금(공공일자리소득)：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소득은 포함

 **무료임차소득(기초연금)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장애인연금)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6억원 이상)에 무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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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정 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단, 비과세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더목에 따른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유 형

 상시근로자 소득：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지키(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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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19.4월

부터, ’19.3월까지는 기존과 동일)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 

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다만,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사업소득 반영기준 참고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

소득만 반영(’19.4월부터 적용)

 ※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

으로 판단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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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시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사업)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시 근로 소득으로 반영

나) 일용 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기관(국세청 또는 고용 

노동부)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각각 입수됨(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제공 기관 표시)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 제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산재

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 적용대상：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 

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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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국세청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처리

  ① 근로하였으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②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조회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 수급자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받을 것

     ※①, ②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액이 조정됨을 민원인에 설명할 것

     ※③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타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전국 고용센터에서 ̒ ʻ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ˮ를 제출 받아 처리

다) 자활근로소득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2)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및 자활사업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월 25만원, 3단계 청년구직 

활동수당 월 30만원)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50만원)

2)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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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60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월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11.6만원/월)

라)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ʻ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ʼ3)의 임금은 별도로 확인(해당 사업부서 협조요청 등) 하여 

시스템에 등록 

 ‑ 정보시스템의 참고확인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시소득, 자활소득, 일용소득 

등의 기반영 소득자료와 비교하여 중복이 아닌 경우 해당 공공일자리 소득 

금액을 직권으로 근로소득 반영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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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가) 정의

 경종업(耕種業)4),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5),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6)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정보시스템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소득정보：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기술정보｣-(농산물가격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경작면적：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재배작물 확인：농지원부 또는 신고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5)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6)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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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소득

가) 정의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

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 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어업소득

가) 정의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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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아래 원칙에 따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두 소득을 더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소득 자료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만 “사업소득”으로 

반영

 ※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는 사회보험 자료의 반영순위는 상시근로소득의 순위와 동일

 ‑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수급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수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시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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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가) 정의：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임대소득)을 반영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대법원,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요망

이자소득

가) 정의：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 금융기관 이자소득 회신 대상 사업*은 금융기관 자료반영, 미회신 대상 사업은 

국세청 자료 반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사업(계층확인, 자활, 자산형성지원), 

타법의료급여

 금융기관 이자소득 회신 대상 사업은 금융기관 자료에서 이자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

 ‑ 타법의료급여：월 1만원(연 12만원) 공제

 ‑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사업：월 2만원(연 24만원) 공제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월 4만원(연 48만원) 공제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추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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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자･배당소득 관련 처리 주의사항〕
*민원인이 계좌 해지를 근거로 이자･배당소득을 소명하는 경우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여부

  ➩이자소득은 금융상품의 만기, 해지를 통해 발생되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원천기관 정보 확인(소명)방법：민원인 개인이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개인별 

ʻʻ원천징수영수증ˮ을 발급(출력)해서 접수, 이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처리

연금소득

가) 정의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연금 

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퇴직 보험 

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되, 그 중 5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함. 

또한,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은 부채로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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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가) 정의：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아동분야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 

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7)

7)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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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 

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공적이전소득 세부항목의 소득산정 여부 및 기준은 사업별로 다름

다)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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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별 공적이전소득 반영 및 공제현황

분  류 소분류
기초생활보장 등* 기초･장애인연금

반영 공제 반영 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 -

국가유공자 ○ ○ × -

보훈대상자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 -

참전명예수당 ○ △ × -

기초연금 ○ × - -

장애수당
장애수당 ○ ○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 ○ ×

공무원연금급여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 ×

실업급여 ○ × ×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 × ○ ×

장해급여 ○ × ○ ×

유족급여 ○ × ○ ×

상병보상연금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 × ○
진폐유족연금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 × ○ ×

간호수당 ○ × × -

무공영예수당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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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소분류
기초생활보장 등* 기초･장애인연금

반영 공제 반영 공제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진폐위로금 ○ ×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 × × -

장애연금 ○ × × -

간호수당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 × × -

부양가족수당 ○ × × -

중상이부가수당 ○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 ○ × -

피부양보조금 ○ ○ × -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 ○ × -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 ○ × -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 ○ × -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 ○ × -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 × -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타법 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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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가) 정의：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나) 조사방법

 사적이전소득(지원금)：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8)으로 지원 

받는 금품 등

 ‑ 산정방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 참조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무료임차료)

 ‑ 수급권자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산정방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사업안내｣ 무료임차소득 산정방식 참조

부양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념：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인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 

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비 산정

 산정방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유의사항：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국외기타소득(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준용사업, 장학재단)

 개념：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 등

※ 예시) 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산정방식：확인되는 모든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8)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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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장기관 확인소득

정 의

 확인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사회보장시스템 등의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및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소득을 의미함.(이를 이하 ʻ확인소득ʼ 또는 ʻ추가소득ʼ으로 표기)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

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

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⑴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 

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 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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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 
로서 조건부과제외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⑶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

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만 산정 가능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⑴ ʻ자활사업 안내ʼ에 따라 조건부과제외자 또는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된 자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⑵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⑶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가) 소득관리 방법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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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나) 산정기준 금액

 1일 66,80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9년 최저임금)

※ ʼ1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기준(효력：’19.1.1∼12.31, 전년대비 

820원 인상)

다) 유형별 산정기준

  ⑴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⑵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자이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산정 가능

유의사항

  ⑴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산정하는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되지 않은 추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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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

되는 경우

  ‑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되도록 유의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⑵ 조건부과를 제외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하는 기준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5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ʻʻ자활사업 안내ˮ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월 6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제외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ʼ이 아니므로 조건부 과제

외 사유를 만족하는 소득의 종류가 될 수 없음.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다른 종류의 실제소득임

  ⑶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 

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⑷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소득의 성실 신고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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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적용 대상：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일용직근로자 소득：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적용 절차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작성된 

지출내역

정보시스템에 

입력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고자료 확인

 ‑ 기준 지출금액

 ‑ 기준 소득금액

 ‑ 동종업종 임금액

추가 상담, 

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재작성

(수급권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수급권자)

  ‑ 재신고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어･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전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검토

   *기준 지출금액：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기준 소득금액：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동종업종 임금금액：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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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9), 건축물10) 및 주택(제104조제1호, 2호, 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ʻ고유번호ʼ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제11호)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9) 논･밭･임야 등

10) 건물,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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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다.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78 

3. 사업별 재산조사 항목

사업명
항목별

국민
기초

기초
연금

긴급
복지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산

형성지원

 1.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 ○ ○ ○ ○ ○ ○ ○ ○
임차보증금 ○ ○ ○ ○ ○ ○ ○ ○ ○
선박･항공기 ○ ○ ○ ○ ○ ○ ○ ○ ○

동산 ○ × ○ ○ × ○ ○ ○ ○
입목재산 ○ ○ ○ ○ ○ ○ ○ ○ ○
회원권 ○ ○ ○ ○ ○ ○ ○ ○ ○

조합원입주권 ○ ○ ○ ○ ○ ○ ○ ○ ○
분양권 ○ ○ ○ ○ ○ ○ ○ ○ ○
어업권 ○ ○ ○ ○ ○ ○ ○ ○ ○

 2. 금융재산 ○ ○ ○ △ ○ ○ △ ○ ○
 3. 자동차 ○ ○ ○ ○ ○ ○ ○ ○ ○

4.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보정계수(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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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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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수급권자가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 재산으로 처리)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정의：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의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조사방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 

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정의：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조사방법：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의：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한곳만 

인정(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조사방법

 ① 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 재산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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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적용한도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한도액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예시  중소도시에서 8,000만원 주택 보유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까지는 주거용재산 으로 

적용하고 1,2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적용액(6,800만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지방세법(제104조제1호~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 

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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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유형별 시설종류

레저시설：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급･배수시설：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토지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

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건축물

 ‑ 건물, 시설물：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주택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기초생활보장은 토지산정시 시군구별 보정률 적용

   * 정보시스템의 토지･주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보정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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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 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邑･面지역,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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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일차적으로는 ｢민법｣ 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

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나. 기초생활보장

  ‑ 사망자의 미상속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면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미상속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영

  ‑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 수급(권)자가 ｢민법｣ 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임차보증금

가)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주택임차보증금),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이 

조회되며 아래 규칙에 따라 반영됨(참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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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임차보증금 시스템 반영 규칙

가. 주택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적용 우선순위：(1순위) 대법원, (2순위) 국토부, (3순위) LH주택조사 정보

  ‑ 대법원과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임차보증금)이 모두 조회되는 경우, 대법원 자료 우선 적용

   ※대법원 자료는 등기 자료로서, 민사(민법)상 전세권의 인정을 우선 받음을 감안

 다음의 경우에는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조사 정보를 반영

  ①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가 없는 경우(미회신) 또는 계약종료일이 지난 경우

    ➩현재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유효한 자료만 반영함에 따라 전월세 계약 갱신을 안 할 경우 재산 

산정시 누락되는 문제 방지

  ② 공공임대의 경우

    ➩성격상 공공임대는 주택조사 정보가 보다 공신력이 있으며, 전월세거래정보는 수급자의 재산이 

과다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조사 정보 우선 반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금액이 수급자의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나. 상가 임차보증금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상가임차보증금 신고금액 적용

 금액정보를 재산으로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미적용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된 경우,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상가임차보증금정보가 중복으로 조회된 

경우(사업자등록번호 및 범정동 전체주소가 동일한 경우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11)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임차보증금가액 = 임차보증금×보정계수(0.95)

* 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 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1) 보정계수：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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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

가) 정의：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선박(지방세법 제6조제10호)：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

 항공기(지방세법 제6조제9호)：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12)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보정계수：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동산

가)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 등 생활 

필수품은 제외

 * 건설기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은 동산으로 처리

 *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종은 자동차로 처리

나) 조사방법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여부 확인하고 다음 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 반영

12) 보정계수：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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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건설기계 시스템 반영 기준

1. 지방세정 자료 활용(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2. 국토부 취득가액 활용(국토부 취득가액에 잔존가치율 적용)

3. 실거래가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적용

  ※현재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정보가 시스템에 입수가 안 됨에 따라 국토부 취득가액 정보에 행정자치부 

공시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반영

  예) 제조년도 2017년인 굴삭기의 취득가액이 27,000,000원인 경우 17,199,000원 반영

    ‑ 취득가액(27,000,000원) X잔가율(0.637) = 17,199,000원

〔2019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 자료〕

대  상

내
용
연
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02 0.708 0.637 0.514 0.418 0.332 0.276 0.220 0.175 0.139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1 0.768 0.709 0.603 0.517 0.433 0.363 0.303 0.266 0.223 0.187 0.157 0.131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15 0.855 0.793 0.736 0.644 0.568 0.487 0.418 0.358 0.308 0.276 0.237 0.204 0.174 0.150 0.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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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재산

가)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입목의 종류)

 산림목(총 5종)：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총 18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조사방법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회원권

가) 정의：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골프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회원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트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 

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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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 

시설이용회원권, 요트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조회(스캔 등)

하여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 추가부담금(=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반영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

분양권

가)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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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가) 정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 

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정의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자산：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金)･계금(契金)･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
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신용정보, 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금융정보 등 조회

 조회대상 사업：법률상 근거가 있는 다음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포함

 ‑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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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1항)

 ‑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 장애수당 등(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료급여법 

제3조의3)

 ‑ 암환자 의료비지원(암관리법 제13조)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희귀난치질환관리법 제13조)

 조사대상자

 ‑ 보장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가구원, 그 부양의무자)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조회기준일：조회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조회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조회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조회기준일 

당시 최종시세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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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평가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정보가 있으면 그 금액을 회신,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액면가액으로 회신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

으로 반영(ʼ17.5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정보를 수신)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등：조회 

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조회기준일 당시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 금융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비상장주직, ISA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회신

 〔신용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조회기준일 당시 대출 잔액

 ‑ 신용카드 미결제금：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 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그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원금만 회신

 〔보험정보〕

 ‑ 보험증권：조회기준일 당시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 개시 후 정기적 

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

소득으로 산정

 조회기준 금액：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1천원 이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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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읍･면･동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

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매주 1회 조회 실시(화요일까지 요청분을 목요일에 조회 실시)

 ‑ 확인조사：연 1회 이상 조회 실시(정기 확인조사 본정비 시행일 기준 약 2개월 전 

실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 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신규신청, 보장추가 시 기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용 금지(반드시 해당 보장에 

대해 신규 작성 제출 요구 및 등록)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회결과 적용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

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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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 

연금

 ‑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용  도 증  빙  서  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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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공제기준

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사업 등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500만원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장기금융저축 공제：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금융재산 조사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 

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 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 

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 인정사유：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동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000만원

 ‑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

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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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최초취득가액×잔가율과 취득가액×잔가율 중 큰 금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분실･도난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ʻ차량도난확인서ʼ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에만 인정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 다만 동일 가구수급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

으로 반영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동일 차량이 조회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재산으로만 반영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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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제외･감면되는 유형

◦기초생활보장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13)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

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타법의료급여 중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 규정 적용

 전기자동차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

 ‑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차에 대한 적용 기준은 각 사업별로 다름(자동차가액 산정 

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등)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종으로 배기량 기준 

부합여부 판단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고급자동차 판단 시, 전기자동차는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으로만 판단

〔전기자동차의 배기량 대체 기준〕
차량 종류 배기량

경형 전기자동차 1000㏄ 미만

소형 전기자동차 1600㏄ 미만

중형 전기자동차 2000㏄ 미만

대형 전기자동차 2000㏄ 이상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13) 장애인사용자동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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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제외･감면되는 유형

◦기초연금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모든 국가유공자 차량이 아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재산산정에서 제외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은 전부 재산 산정에서 제외 

  예시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적용방법) 해당 가구에 재산산정 제외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노인 부부 각

각 1대에 한하여 제외 가능 

◦장애인연금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경우라도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며,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씩 제외

 ‑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개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산에 산정(고급자동차 우선 적용)

사업구분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

◦기초생활보장

◦타법의료급여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14)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자동차 또는 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훈처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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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

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①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일급 66,800원/ ʼ19년)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15)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건강 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거동이 곤란한 경우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질병･부상으로 차량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 

소재지, 차량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차량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차량(2015년부터 50cc 미만도 이륜차에 포함)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보유한도 제한 없음)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ʼ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 단,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고급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ʼ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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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기준 적용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준용

◦차상위자활지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④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정의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ʻ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ʼ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 타 재산 증가분：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 ‑ (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14)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

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

15)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ʼ99년 5월식의 경우 

ʼ09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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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기 보유했던 재산ʼ의 범위

 ‑ 신규신청자가 보유하였으나 보장 신청 이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행복e음으로 조회 

되는 재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였을 경우 기 등록된 재산

 ‑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 신고한 재산

 ※ 기 보유했던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

조사방법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 

하여 재산*으로 산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새로 취득한 재산의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기준

(기초생활보장) 새로 취득한 재산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초･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

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 가능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 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 및 그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증빙서류：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화장장 등 포함)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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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기초연금)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장애인연금)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양육비 포함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 

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 적용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ʻ0ʼ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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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항목 정   의

1. 소득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 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참고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사  업 자연적 소비금액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사업 등

‑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ʼ19년 기준) 단독가구 1,880,016원, 부부가구 2,306,768원
 ※ (기초생활, 차상위사업)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참고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상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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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항목 정   의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ʻ국외등ʼ̓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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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카. 비영업대금의 이익

 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3호에 따른 소득 및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ʻʻ연금저축ʼʼ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ʻ연금저축계좌ʼʼ라 한다) 또는 퇴직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ʻ퇴직연금 계좌ʼʼ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ʻ연금

수령ʼʼ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ʻʻ연금외수령ʼʼ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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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농지연금 소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

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급여 기타 금품

◦사적이전소득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부양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소득

 가. 제5조의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

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

변화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2.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토 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나. 건축물：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다. 주 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 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임차보증금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동산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입목재산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

 가. 입목：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항공기,선박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선박

 가. 항공기：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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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선  박：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 규정에 의한 회원권

 가.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라.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

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 요트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 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 ʻ조합원입주권ʼʼ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

권은 제외) 

◦어업권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가.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금융재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 ʻʻ금융자산ˮ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

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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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가. ʻ̒자동차ʼ̓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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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소

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확인조사시에만 제공

매월(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

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조사시：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최근 6개월 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매분기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

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

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

정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연 2회

사업

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타사업

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산

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보장별공제금)/12 연 2회

Ⅴ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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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지연금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고정：1월

◦변동：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2회

재산
일반

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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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연 2회

금

융

재

산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

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등：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

인수권 증서 등：액면가액

(3) 예수금：잔액

연 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해약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

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 2회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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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자동차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자동차등록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부채

대

출

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신용카드 

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굵은 글씨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며 그 외는 참고자료로 제공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농업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구 분 1사분기 자료 2사분기 자료 3사분기 자료 4사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연도 2월말

신청조사 입수 7월말 10월말 다음연도 1월말 다음연도 5월말

확인조사 입수 같은연도 하반기 다음연도 상반기 다음연도 상반기 다음연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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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 동 차：월 10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월 4.17%

◦ 기초연금

{0.7×(근로소득 ‑ 94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부채} ×
연 소득환산율/ 12월] +P*

*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연 4%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 ‑ 77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긴급복지지원：소득인정액제도 미적용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 (소득평가액) 상시･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0.7×(근로소득 ‑ 52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부양의무자는 재산 미적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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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자활지원

◦장애(아동)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제2항에 의한 추가 

아동 양육비

•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ʼ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16)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사업별로 상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활지원

･타법의료급여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등

(근로･사업소득공제액)

 *근로사업소득공제액 미적용

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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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 ʻ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ˮ로 인정하여 차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월 20만원 지급)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17)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입양특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월 15만원)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기초생활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18)(타법의료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 

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본인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해당 제출금액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학기~전전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ʼ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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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중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9.3.31.：3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른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 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긴급복지지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로서 평균 1개월간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수업료 등 월평균 지출액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이 경우 차감되는 주거비는 주거지원 기준을 넘을 수 없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

16)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17) 국민연금 ʻ급여ʼ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18)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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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

사업구분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ʻ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 제 16조에 의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휴학･졸업유예 시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이외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상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행복e음 자동반영)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

소득에서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전액 공제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하역종사자) 미만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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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사업구분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공제액 및 
공제율

시스템 
자동공제 
여부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X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O

만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O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X

만25세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 및 사업소득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X

75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O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O

65세이상~74세이하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30%

O

특례보호기간중인 북한이탈주민 X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의 여성 X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X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10% X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상시, 일용 소득
52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O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대상유형별 공제 

적용
X

◦기초연금 상시소득 전체
84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O

◦장애인연금 상시소득 전체
69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O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상시, 일용근로소득 전체 10% O

◦차상위계층 확인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전체 10% O

◦한부모가족지원 일용근로소득 전체 30% O

*일부 항목 별도 적용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미적용

  ‑ ‘만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및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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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ʻʻ ‑ ˮ값은 ʻʻ0원ˮ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개념：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  분 
지 역 

사업명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금융재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00만원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ʻʻ구ˮ(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 ʻʻ시ˮ / 농어촌：도의 ʻʻ군ˮ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자동차 및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서만 공제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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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채

정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부채 인정범위 및 조사방법

사업명
항목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
복지

금융기관 대출금 ○ ○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 ○

임대보증금 ○ ○ ○
개인 간 부채

(법원 판결문･화해조정 확인 사채)
○ ○ ○

개인 간 부채

(공정증서 확인 사채)
× ×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 ○ ○
신용카드 미결제금 × ○ ×

 금융기관 대출금

  ㈎ 범위

  ‑ 금융회사 등에는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 

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참고〕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1금융권：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대부(중개업체)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

(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lfa.or.kr/등록업체조회)엣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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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정보는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참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ʼ만 인정

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사업별로 상이)

 금융기관 외 대출금

  ㈎ 범위

  ‑ 공공기관 대출금(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 

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조사방법

  ‑ 해당 기관에서 확인･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개인 간 부채(사채)

  ㈎ 범위

  ‑ 판결문(결정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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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방법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 불인정(긴급복지지원은 인정)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의 전월세거래정보, LH 주택조사 자료가 조회 

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 타 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반영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 산정방식：｢기초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의 임대보증금 산정 방식 

참조

부채차감 순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업에서는 부채차감 순서가 없으며, 재산의 총액에서 차감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한도 대출(일명 ʻ마이너스 대출ʼ)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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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인정시 유의사항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음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사업명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 동 차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월 6.26%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월 4.17%

월 10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연 4% 연 4%

연 4%
*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적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금융재산, 자동차 월 4.17% 적용

※타법의료급여：고급자동차 기준(소득환산율 100%) 미적용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124 

ⅦⅦ 부양의무자 조사

1. 대상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계획〕
(’17.11월,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8.10월,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9.1월,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된 경우 적용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의료)

(’22.1월,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의료)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가. 부양의무자 유무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조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소득만 조사 반영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원칙 및 조사방법 적용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조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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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다.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확인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처리

※ 부양의무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안내｣ 참조

〔참고：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B×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A+B)×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취약계층은 [ (A×40%)+(B×100%) ]와 [ (A+B)×74% ]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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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 연령산정 방식

사업별 연령산정 방식：신청자(수급자) 또는 가구 구성원의 연령을 확인 하고자 할 

때 산정하는 방식

‑ ʻ출생월ʼ 기준으로 산정

‑ 단, 영유아보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은 현행대로 ʻ출생년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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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장결정

ⅠⅠ 개 요

보장기관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통지함

일반적인 보장결정 절차

‑ 복지급여

조 사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등록 통 지

‑ 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조 사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등록 통 지

ⅡⅡ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8,027,5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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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 복지급여

기준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긴급복지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

･
재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ʼ19년 단독

137만원, 부부 

219.2만원)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ʼ19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0%

‑소득 ≦ 기준 중

위소득 75%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500
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2%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 

소득 60%)

부양

의무자

‑부양의무 

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X X X X X X X

기타

자격

‑ ‑ 65세 이상 

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것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만0-2
세는 

종일반 

또는 

맞춤반)

‑어린이집 

미이용

‑ 84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장애아동 

수당(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긴급복지지원 

법제2조에 의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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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원/월)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 1,707,008 512,102 682,803 751,084 853,504

2인 가구 2,906,528 871,958 1,162,611 1,278,872 1,453,264

3인 가구 3,760,032 1,128,010 1,504,013 1,654,414 1,880,016

4인 가구 4,613,536 1,384,061 1,845,414 2,029,956 2,306,768

5인 가구 5,467,040 1,640,112 2,186,816 2,405,498 2,733,520

6인 가구 6,320,544 1,896,163 2,528,218 2,781,039 3,160,272

7인 가구 7,174,048 2,152,214 2,869,619 3,156,580 3,587,024

8인 가구 8,027,552 2,408,265 3,211,020 3,532,121 4,013,776

9인 가구 8,881,056 2,664,316 3,552,421 3,907,662 4,440,528

10인 가구 9,734,560 2,920,367 3,893,822 4,283,203 4,867,280

한부모가족지원

(단위：원/월)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

소득 60%
1,743,917 2,256,020 2,768,122 3,280,224 3,792,3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43,917 2,256,020 2,768,122 3,280,224 3,792,327 

기준 중위

소득 72%
2,092,701 2,707,224 3,321,746 3,936,269 4,55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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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구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지원

소득

･
재산

‑소득≦기준

중위소득160%
(건보료로 

판정)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 

구성원 포함),
‑다만 전국가구 

평균소득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건보료 판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건보료 판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원칙 

(건보료로 

판정)
‑사업별로 

상이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등 제외),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건보료로 

판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건보료로 

판정)

서비스

욕구

‑만 65세이상

‑만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의 

노인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 

질환자 등 

시･군･구청장 

인정자(차상위

계층 이하)

‑만6세이상~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 

법｣ 상 등록 1급~ 
3급 장애인, ʻ인정 

조사 표ʼ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 

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ʻ인정조사표ʼ
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지자체별 예외 

지원 대상 

선정 가능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18세 이하 

청소년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 입소 

산모는 만 

18세 초과 

가능)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

사업별 상이 ‑만 65세 미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1~3급 등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 

세대)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

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만18세미만 

으로 뇌병변,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중복 

장애인정)

‑한쪽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
언어･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를 가진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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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보장결정

1. 조사결과 통보

조사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사업팀에 통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금융재산 조회를 거치는 사업은 동 조회 결과를 반영 

하여 보장결정 요청

‑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금융정보 조회 이전이라도 긴급 생계지원 실시

‑ 민원처리기한(기초생활의 경우 30일) 내 금융 조회 결과가 회신 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 연장 안내

※ 연장된 민원처리기한(기초생활의 경우 60일)까지 금융조회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는 선 보장

결정 후 사후 조치

2. 보장결정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은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전자결재)

‑ 통합조사팀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해 보장 적합여부 및 급여내용을 판단

하여 사업팀에 보장 결정 요청

‑ 해당 사업팀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보장결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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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통 지

1. 개 요

해당사업팀 담당자는 보장결정 내용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2. 통지방법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함

‑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3. 통지대상 및 내용

통지대상：신청인, 부양의무자

통지내용

‑ 신청인：결정내용(적합, 부적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보장기간,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부양의무자：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비용 징수 관련 사항(기초생활보장)

4. 통지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기초생활보장, 보육료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사회서비스

※ 상기 외 사업은 해당 사업별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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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 이의신청

1. 개 요

보장기관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면 

으로 이의신청 가능

2. 법적근거 및 신청방법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40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지침

한부모가족 

지원법

신청

대상

처분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 

(급여 중지 

포함)

기초연금과 

관련된 처분

(지급결정, 
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신청에 대한 

처분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복지조치

‑지원결정 내용 

(연장 결정 

포함)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보육료･양육 

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 

(급여중지 포함)

신청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긴급지원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대리인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리인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보육료지원 

신청자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 

관계인

신청

기한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 3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신청

방법
구두 또는 서면 서면 서면 ‑ 서면 구두 또는 서면 서면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136 

3. 이의신청 절차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접수

･생계･의료･주거 

시･군･구청장 

(사회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교육급여 

시도교육감(시군구청 

신청 대행 가능)

시･군･구청장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군･ 
구청장)

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부서)

시･군･구청장

(사회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시･군･구청장

송부

･10일이내 

･교육급여 신청 대행인 

경우 15일이내

즉시 ‑ ‑ 10일 이내 ‑ ‑

확

인

･
처

분

처리

기관

･생계･의료･주거 

시･도지사

･교육급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구청장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군･ 
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처리

기한
30일 이내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15일 이내 1개월 이내 15일 이내 30일이내 30일이내

처분 

효력

이의신청 대상 최초처

분 결정

일자로 소급

급여신청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달로 소급

‑급여신청 

이외는 처분 

결정월로 

소급

‑ ‑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

‑

통

지

대상

･생계･의료･주거 이의 

신청인, 시･군･구청장

･교육급여 이의 신청인

이의신청인

(시･군･
구청장)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시･군･구청장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방법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서면

불복시

･생계･의료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주거 90일 이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교육 9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 ‑ ‑ ‑ ‑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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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서식

이의신청서(공통서식)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





•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Ⅰ. 급여･서비스 개요

Ⅱ. 복지급여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2편

제4장

급
여･
서
비
스

실
시

제2편 ❙ 공통업무절차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41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ⅠⅠ 급여･서비스 개요

1. 주요 복지급여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급여액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 ∙임차가구：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 지급

∙자가가구：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 유지급여 

지급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초등：132,000원/년
 ‑중･고등：209,000원/년

∙학용품비

 ‑초등：71,000원/년
 ‑중･고등：81,000원/년

1인 ‑ 60만원 75만원

지급일 매월 20일 수급자로 결정된 날 매월 20일 분기별 25일까지 사유발생시

급여

개시일
신청일 ‑ 신청일 신청일이 속한 달 ‑ ‑

최초

급여

산정

방법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월할 계산 ‑ ‑

중지시

급여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전출

입시

급여

∙ 15일 이전

‑신거주지

∙ 16일 이후 

‑구거주지

‑
∙ 15일 이전

‑신거주지

∙ 16일 이후

‑구거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

에서 지급

‑ ‑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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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이상 경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 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급여액

∙노인단독 ‑최고 25만원

∙노인부부 ‑최고 40만원

(~’19.3월)
 * ʼ19.4월부터 급여는 추후

통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4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 4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20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중증 ‑ 15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경증 ‑ 10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7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2만원

∙기초급여(’19.3월까지)
 ‑ 18세～64세：최대 25만원*
  *부부장애인 ‑최대 40만원*

 ‑ 65세 이상：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매월 20일 매월 20일

급여

개시일

신청일이 속한 달

(사전 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최초

급여

산정

방법

100%  100% 100%

중지시

급여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전출

입시

급여

∙ 15일 이전 ‑신거주지

∙ 16일 이후 ‑구거주지

∙ 15일 이전 ‑신거주지

∙ 16일 이후 ‑구거주지

∙ 15일 이전 ‑신거주지

∙ 16일 이후 ‑구거주지

*부가급여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8만원 33만원*
기초(주거･교육)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ʼ19.3월 적용(ʼ19.4월 급여부터는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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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대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고등학교 재학생 18세 미만 아동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급여액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86개월미만‑월 10만원

 ※장애아동：0~35개월-

월 20만원, 36~86개월미만

월 10만원

 ※농어촌양육수당：0‑86개월미만

아동 10‑20만원

급지(지역)별 ∙월 20만원

 ※5세미만 아동 양육 

만25세 이상 미혼모･
부자 및 조손가족은

월 5만원 추가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원)

연 54,100원 월 5만원

지급일

매월25일 분기별

납입기한 전

매월 20일 연 1회
 * 7월 급여지급일(7.20)에

지급. 단, 7월 급여

지급일 이후에 신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선정된 날 이후

급여지급일에 지급

매월 20일

급여

개시일
신청일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이 속한 달

최초

급여

산정

방법

100% 월할 계산 100% 100% 100%

중지시

급여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된 달까지 지급

시설퇴소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전출

입시

급여

∙ 15일 이전 ‑신거주지

∙ 16일 이후 ‑구거주지

전입일이 속한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지급

∙ 15일 이전 ‑신거주지

∙ 16일 이후 ‑구거주지

급여지급 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에서 지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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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구분
영유아보육료지원(i‑사랑카드)

만0~2세아 보육료지원 만3‑5세아 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대 상

만0‑2세전계층 만3‑5세 전계층 기준대상자 중 

만0세∼12세의 

미취학 장애아

기준소득액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소득수준 무관지원

연령별 정부 지원단가

전액지원

소득수준 무관지원

월/ 220천원

월 449천원

*누리만3‑5세 장애아：449천원

정액 100천원

*방과후장애 아동：225천원

지급일 바우처카드 결제 후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급여
개시일

신청일

최초급여
산정방법

지원유형에 따라 일할계산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중지시
급여

중지된 달까지 지급

전출입시
급여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소재지 보장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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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서비스(바우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지원

대 상

기준대상자 중 

65세이상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 A,B의(요양 

서비스 필요) 
노인

･골절 등으로 

단기 가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 ｢장애인복지

법｣ 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미만)중 

ʻ인정조사표ʼ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기준대상자 중 출산 

(예정)일 前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선정기준 

개별 적용

‑만65세미만의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 1～3급 등록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

‑만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를 

가진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서비스
내용

‑시간：24시간, 
27시간, 36시간

‑내용：가사･ 
활동지원을 

위한 방문 

서비스･단기 

가사서비스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위해 지급 

(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기본급여：610

～1,530천원,
･추가급여：130

～3,539천원

 *추가 급여간 

중복 가능

‑표준서비스기간

･단태아：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쌍생아：둘째(15일), 
셋째 이상(2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20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세부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 참고)

‑서비스별, 
지역별 

상이

‑시간：24시간, 
27시간

‑내용：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월 14∼22만원 

상당의 언어 

치료, 미술･
음악 치료 등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 

지원

(지역별 상이)

‑월 16∼22만원 

상당의 언어 

발달진단

서비스, 언어

재활, 청능 

재활 등 언어 

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 

지도의 

프로그램 제공

급여

개시일

매월(27일)대상자 결정처리 및 전송완료된 대상자에 대해 익월 바우처 생성 원칙

(단,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 수시신청이며, 결정통보 후 익일 생성)

중지시
급여

익월 바우처 생성 중지(2개월 미사용, 2개월 본인부담금 미납, 부정행위자)

전출입시

급여

바우처생성 시 거주하는 보장기관에서 월단위 바우처 지급원칙

단,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전출 시 해당 바우처 중지되며,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 1회성사업으로 전출입처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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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복지급여

1. 급여 지급절차

가. 개요

급여변동
확인

(10일∼15일)

급여자료 
생성*

(15일 24시
기준)

지급확정
(∼16일)

지급의뢰
(∼18일)

급여이체 
및 지급

(18∼20일) 추가지급
(말일)

(10일∼20일)
(20일 24시

기준)
(∼21일) (∼23일) (23∼25일)

조사담당 정보시스템 사업별 급여담당
회계 관련 

부서
사업별 
급여담당

*급여자료생성은 당월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이후에는 급여지급자료에 대한 수정 

이나 삭제 불가(단, 지급제외처리는 가능)

나. 절차별 처리내용

급여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자료 반영

 ‑ 조사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생성일까지 변동자료 확인 및 반영

급여자료 생성

 정기 지급분은 매월 각 사업별 급여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정기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는 급여이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급여자료 생성 

일자를 조정

 급여자료 생성일(매월 15일) 이후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급여가 미지급 된 

경우 사업별 담당자가 추가급여기간동안 수시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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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정

 급여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 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지급의뢰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ʻe‑지로시스템ʼ(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추가지급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장결정자는 정기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 

지급일 이후 수시생성 후 추가지급 가능

〔참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지급 절차

 ※보조금 지급단계별 수정 이력을 기록하여 변동내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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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복지급여 지급 절차 비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변동대상 확인 (시･군･구)

급여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급여 확정 (시･군･구)

급여내역

PDF파일로 자동변환 
 ① 전자결재에 자동연계

첨부파일 수정 불가

전자결재 (시･군･구)

시･군･구 회계부서에

지급요청
 ② ʻe‑호조ʼ에 자동연계

급여이체내역 수정불가

시･군･구 회계부서에서 

입금 조치
 ③ 금융결제원, 시･군･구 금고 이체

입금 시 계좌 실명(유효성) 확인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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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매월지급 ○
생계급여(시설) ‑주,부식비 등 매월지급 ○
생계급여(시설) ‑월동대책비 연1회 ○
시설위로금‑특별위로금 연1회 ○

주거급여 매월지급 ○

자활지원

자활급여 매월지급 ○
희망키움통장 매월지급 ○
내일키움통장 매월지급 ○
자활장려금 매월지급 ○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지원금 매월지급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매월지급 ○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매월지급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매월지급 ○

영육아 보육

양육수당(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매월지급 ○
장애아동양육수당 매월지급 ○
농어촌양육수당 매월지급 ○

노인복지 기초연금 매월지급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매월지급 ○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매월지급 ○
장애수당(생계, 의료) 매월지급 ○

장애수당(시설) 매월지급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매월지급 ○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매월지급 ○

장애아동수당(시설) 매월지급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매월지급 ○

참고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연계 급여 및 서비스 목록

 ■ 정기급여：총 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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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한부모가족지원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부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조손가정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양육비 매월지급 ○

모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
부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
조손가족추가양육비 매월지급 ○
모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부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조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생활보조금 매월지급 ○
모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
부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
조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

의사상자

의사상자자녀학비 ‑학용품비 분기지급 ○
의사상자자녀학비 ‑입학금 분기지급 ○
의사상자자녀학비 ‑수업료 분기지급 ○
의사상자자녀학비 ‑교과서대 분기지급 ○
의사상자자녀학비 ‑부교재 분기지급 ○

사할린한인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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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시지급 ○
장제급여 수시지급 ○

생계급여(긴급) 수시지급 ○
의사상자 의사상자 장제급여 수시지급 ○

긴급복지

긴급복지(생계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교육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해산비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장제비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의료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주거지원) 수시지급 ○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수시지급 ○
긴급복지(연료비) 수시지급 ○
긴급복지(전기료) 수시지급 ○

한부모가족

지원

부자검정고시학습비‑등록비 수시지급 ○
부자검정고시학습비‑교재비 수시지급 ○
모자검정고시학습비‑등록비 수시지급 ○
모자검정고시학습비‑교재비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자산형성계좌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자산형성계좌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활동촉진수당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의료비 수시지급 ○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의료비 수시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요양비) 수시지급 ○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수시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수시지급 ○
본인부담보상금 수시지급 ○
본인부담금상한금 수시지급 ○

 ■ 청구성급여：총 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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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급여･서비스단위 지급주기
e호조 

연계 여부

특별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자립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상담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활동지원) 수시지급 ○
청소년특별지원(기타지원) 수시지급 ○

노인복지

사할린한인지원
(배우자항공비)

수시지급 ○
사할린한인지원
(아파트집기비품)

수시지급 ○
입양아동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수시지급 ○

장애인복지

장애인의료비본인부담금 수시지급 ○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수시지급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수시지급 ○
장애인등록진단비 수시지급 ○
장애인등록검사비 수시지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시설) 수시지급 ○
기능보강보조금(시설) 수시지급 ○

사업비(시설) 수시지급 ○
아동복지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수시지급 ○
아동발달지원계좌 수시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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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기준

가. 급여지급일

정기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단, 기초연금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 교육급여는 분기별 25일까지 지급

추가지급일： 매월 말일

‑ 보장결정일이 급여자료생성일 이후인 경우

나. 급여개시일

급여신청일이 개시일

‑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단, 기초연금의 사전신청인 경우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의료급여, 긴급복지는 ʻ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ʼ, 입양아동지원은 ʻ수급자로 결정 통지한 

날일 속한달ʼ이 급여개시일이 됨

급여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분 급여의 전액 지급

교육급여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는 월할 계산 지급

‑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생계비 등 첫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

다. 거주지변경 시 지급기준

전입일이 급여생성일(15일) 이전일 경우：신거주지(전입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급여생성일(16일) 이후일 경우：구거주지(전출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 단,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는 대상자 또는 자격 중지 상태에서 신거주지 전입 후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전입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가구주의 전출 없이 학비지원 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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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여중지자 지급 기준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의 경우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학비 지급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미지급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제외

3. 급여변경

가. 변경사유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가구원의 사망･출생･결혼･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나. 변경내용

급여의 종류, 급여방법, 급여액 등

다. 급여 변경자 지급 기준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의 변동시 변동 당월 기준으로 급여 지급

라. 변경방법

본인의 신청에 의한 변경：｢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출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마. 통지

통지내용：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통지방법：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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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중지

가. 중지 사유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복지대상자의 생활수준 등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등

복지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복지대상자가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기초연금은 지급 정지로 처리

나. 중지 시기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군･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

※ 급여 중지는 수급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급여 중지 후 서비스연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다. 중지 절차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전자결재 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

〔급여 변경･중지 절차〕

조 사 변경･중지 요청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통  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기초연금사업은 지급정지･상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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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지급 계좌 관리

가. 급여 계좌 명의･수급자 명의

급여계좌 원칙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급여계좌 예외

 예외 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제출 서류

 ‑ 대리 수령 신청서

 ‑ 대리 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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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치매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진단이 내려진 병원진단서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그 외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이 가능한 

경우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

 ‑ 주거급여(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2조)

 ‑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한부모가족지원(자녀학비) 기관(학교)계좌로 지급 가능

 ‑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2항)

 ‑ 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3조제3항)

 ※ 단, 기초연금사업에서 부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가 동의하면 배우자 일방의 계좌에 

입금 가능함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급여이체 시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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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 시･군･구와 주거래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② 금융결제원으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ʻe‑지로시스템ʼ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수급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 등록 

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 금융결제원은 다시 ʻe‑지로

시스템ʼ을 통해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여 말일 추가지급대상으로 처리

나. 급여계좌 수：1인 1계좌

배 경

 그동안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할 때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함에 따라 급여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이에 따라,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 작업 추진(ʼ09년 6월~9월)

급여계좌 등록

 2개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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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복지급여 수급자

급 여 명 수 급 자(급여계좌 명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긴급복지지원금 ‑ 지원결정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경증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부모 등 보호자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아동)
‑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의 부모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장애아동의 부모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

※제3자(기관)가 수급자가 되는 급여：장제급여, 교육급여, 의료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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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압류방지 전용 통장

1.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요

 도입배경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용통장 도입

(본인도 입금불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압류방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35조(압류금지)

  ‑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방지 등)

  ‑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방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담보 및 압류금지)

《압류방지 전용통장 주요내용》
가입대상：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수급자중 희망자

상 품 명：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제한：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통장표시：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2.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ʼ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 (기존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

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상담･ 신청/ 계좌관리/계좌

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시 각별히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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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

   * 12(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13(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15(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아동)수당)

 입금제한 및 압류거부

  ‑ 참여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

하고, 동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방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통장으로 ̒압류명령서ʼ를 제시,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

해야 함

3.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은행 이체이후 입금 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 오류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임에도 압류여부가 ʻʻNOˮ 되어 있거나, 일반계좌임에도 압류 여부가 

ʻʻYESˮ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 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행복e음 ̒ʻ지방재정 연계 처리현황ˮ 메뉴, 오류현황 화면 에서 조회

(오류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변경 후 재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 처리하여 재지급

  ‑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ʻ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ˮ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4. 기타 유의사항 안내

 수급자가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시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 처리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해당급여의 수급금만 입금이 허용되므로 ̒카드 결제 후 취소시 카드사의 카드 환급금ʼ이나, ̒연체발생시 연체 

납부금ʼ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 본인도 해당 복지급여 이외의 다른 금품을 입금을 할 수 없으므로 카드 

결제사용은 가급적 자제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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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1. 바우처 지급절차

가. 개 요

사 업
예탁금 
납부

대상자 
결정･통지

카드발급 
(수시)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생성

서비스
결제

비용지급 
및 정산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매월

서비스

비용지급

1일 전

12：00

매월

1~27일

국민행복

카드

(신용, 체크)
：수시

사회서비스

전용：
월8회
매주2회
(월요일,
목요일)

지정계좌 

납부

(1차)
전월11~
전월 말일

(2차)
당월

1~10일

(3차)
당월

11~25일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0일

(3차)
당월 

11～25일

매월 1일
~말일

(정기지급)
매월 3회

(1차)
15일

(2차)
25일

(3차)
익월 5일

(수시지급)
시･군･구의

예탁일

익일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납부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정계좌 

납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수시 수시

제공기관 

직접납부

행복e음 

결정 통보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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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별 처리내용

예탁금 납부

 시･군･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예탁 

하여야 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사회 

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즉시 예탁

 ‑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하고, 국비･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라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필요

대상자 결정･통지

 결정자료 전송기한：매월 27일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수시 전송(전송기한 제한 없음)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

 ‑ 자료 전송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송일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 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송일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규 대상자에 한하며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 시 ʻ바우처송수신관리ʼ 화면에서 ʻ당월신청ʼ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단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전송

일자 제한이 없음에 유의)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및 등급변경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

카드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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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발급기관：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 3사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발급 대상：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기준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

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

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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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문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만14세 미만) ʻ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ʼ 및 ʻ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ʼ 작성･제출(신청인 ➝ 읍･면･동)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만19세 이상) 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ʼ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ʻ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ʻ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카드 제작

･배송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 

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배송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매주 월요일, 목요일)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바우처 결제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바우처 결제 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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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 (만14세미만) ʻ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ʼ(서식 제2호) 및 

ʻ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ʼ(서식 제2-1호) 

징구

 ‑ (만14-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 

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만19세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ʼ(서식 

제3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 

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만14~19세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② 만19세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국민행복카드 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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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주민센터로 배송

  * 주민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 단축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 (신규 신청 시와 

동일)

본인부담금 납부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사업별 납부방식 및 기간

 ‑ 개인별 지정계좌에 납부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1차 ‑ 전월 11일~전월 

말일, 2차 ‑ 당월 1~10일, 3차 당월 11~25일

   ※ 납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일까지 입금

 ‑ 제공기관 직접 납부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 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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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은 시･군･구의 예탁금과 본인부담금이 바우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 서비스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져야 함

서비스 결제

 서비스 제공 후 제공인력(또는 제공기관)은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휴대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비용지급 및 정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비용을 결제단말기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 청구

 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5일, 15일, 25일)서비스 비용을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입금내역은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자별 집행내역을 시･군･구에 정산

 ‑ 시･군･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

할 수 있도록 게재

2. 바우처 생성 및 지급 기준

가. 바우처 생성일

정기생성：전월 말일(월 1회 생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전월 

11일~말일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본인부담금이 ʻ0원ʼ인 대상자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별 바우처 생성주기에 해당하는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대상자 전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및 바우처 생성 제한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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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생성：당월 1~10일(매일 생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당월 1~10일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자

2차 추가생성：당월 11~25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당월 11~25일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제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수시생성：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결정･전송 후 익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나. 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신청 후 익월 1일 서비스 개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신청 후 본인부담금 납부 익일 서비스 개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다.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괄소멸 처리 됨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제외)

서비스 유형별 생성주기에 따라 지원되는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유형별 지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처리 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1회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종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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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주지 변경 시 생성기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바우처 지원은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처리 되며 전출 익월 

부터는 전입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지역사회서비스

‑ 바우처 지원은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해야 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 바우처 결정시점의 관할 주소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마. 서비스 중지자 지급 기준

서비스 중지(사유)가 결정(발생)된 달의 바우처 비용지급은 사유별 결제 유효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지 및 자격상실 정보 전송 시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 지 확인 후 전송

‑ 사망, 말소 또는 본인 서비스 포기로 인한 서비스 중지의 경우 결제 유효기간이 

즉시 중지되어 서비스 후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음

사망 또는 포기의 경우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정산절차를 거쳐 익월에 지급

3.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 관리

가. 변경사유

서비스대상자의 ʻ전･출입ʼ에 의한 거주지 변동

서비스대상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의한 등급 재판정에 따른 ʻ등급 변경ʼ
서비스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 부정사용, 2개월 연속 미사용 등의 중지 사유에 

따른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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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내용

서비스대상자의 서비스 등급(판정등급, 서비스 인정시간, 바우처 서비스 단가, 본인 

부담금 등)변경, 거주지 변경 및 자격변경에 따른 서비스 상태 변경 등

다. 변경방법

사업별 전･출입 시 처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전송

 ∙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계속 여부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결정하되, 부적합 

대상일 경우 ʻʻ판정결과 변경ˮ으로 중지 처리하여 자격을 해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해당 서비스가 자동 중지처리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출 및 중지처리 없이 기존 서비스 지속

등급변경 시 처리

‑ 본인의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에 의한 등급 

변경

 ∙ 신청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가능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자격 상실

‑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서비스 포기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자격 상실

‑ 바우처 부정사용, 2개월 이상 연속 미사용 또는 2개월 연속 본인부담금 미납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자격 상실 가능(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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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통지 가능

4. 서비스 중지

가. 중지사유

서비스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지원기간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나. 중지시기

즉시 중지가 원칙

‑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담당자는 상실 처리 후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유로 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상실 처리 후 즉시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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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중지사유 요  건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판정결과변경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다. 중지절차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전자결재 후 행복e음을 통하여 중지처리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

〔변경･중지 절차〕

조  사 변경･중지 요청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통  지

(읍･면･동) (읍･면･동)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5장 사후관리

Ⅰ. 개요

Ⅱ. 변동사항 관리

Ⅲ. 기타 관리

Ⅳ. 보장비용 환수

Ⅴ. 반환명령





제2편

제5장

사

후

관

리

제2편 ❙ 공통업무절차

제5장 사후관리  177

제5장 사후관리

ⅠⅠ 개요

1. 목적

수급자 가구의 변동사항을 확인･반영하고, 확인조사 등을 수행하여 수급자격, 급여 

종류, 급여액 등이 적정한지 관리하기 위함

2. 사후관리 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급여 적정성

조사･확인

거주지, 가구원,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변동 확인

급여 누락･중복, 의사무능력(미약)자, 사망의심자 정보 등 관리

보장결정 변경 및 등록 급여 변경･정지･중지･상실여부, 급여수준 등 변경 및 등록

보장결정 변경 통지 변경･정지･중지･상실 일자, 내용, 사유, 이의신청 절차 등 통지

급여 

변경･중지･정지･상실

처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생성･중단된 급여의 확인 및 확정

확정된 급여의 이체 또는 지급 중지 등

급여 환수 및 반환 부정수급이 확인되거나,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수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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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변동사항 관리

1. 개 요

수급자의 거주지, 소득･재산, 가구원 정보 등 급여의 수급자격과 종류, 금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보관 관리

2. 변동사항 확인대상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 급여액,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부양여부 등

3. 변동사항 확인방법

가. 일반적인 확인

수급자의 신고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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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확인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가구원 일부 알림

①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알림 해당자 보호중지 등

가구원

변동

출생 ×
①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사망 알림

①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실종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이혼 ×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 

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사업별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다.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수급자의 거주 여부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 특이사항 등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가. 수급자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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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확인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군 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교정시설 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출소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가출 × 해당자 보호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사망의심자 알림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소득･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공적자료 외

신고소득･재산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기타

변동

성명,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근로능력

‑만65세 이상자 알림

‑만18세 이상자 알림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장애인 등록 알림

‑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변동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일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

능력 재판정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알림 해당자 보호중지 등

가구원

변동

출생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나.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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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

능력 재판정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결혼 ×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이혼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군입대, 군제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교정시설 입출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소득･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기타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 

(알림기능)

* 단독가구 사망･말소 시 자동으로 자격을 중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줌(알림기능)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 

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시스템

에서 제공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 변동사항에 대해 당월 미처리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되며, 변동처리 

후 해당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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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공적연계자료의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은 중앙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 가구구성 변동사항(가구원 인적, 소득･재산 등) 처리 현황

‑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가구원 인적, 소득･재산 등) 처리 현황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분에 대한 반영 시점

라. 입수자료별 처리 방법

교정시설 입･출소자, 군 입･제대자

‑ 정보시스템의 변동알림을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

‑ 교정시설 입소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소에 입소중인 

자로 ʻ입소일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정지)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ʻ형확정 여부ʼ와 관계없이 교정시설 입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 군입대자는 현역병 등으로 입영한자(공익근무원, 상근예비역등 제외)로서 입대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 교정시설 퇴소자, 군 제대자의 처리

 ∙ 교정시설 퇴소자 및 군 제대자의 급여신청은 급여중지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가능

 * 단, 장애인연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멸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을 적용

장기 출국자 처리 방법

‑ 비수급 조사가구원*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 등을 변동알림으로 통보하고 소득･ 
재산도 조사

* 기초연금의 만65세 미도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보육 양육수당 수급자의 부모

‑ 출입국 등에 따른 중지 대상자는 개인을 보장중지 처리하고, 보장가구원에서는 

제외 처리하되 조사가구원에는 포함

* 기초연금의 장기출국자(해외체류 60일 이상자의 경우)는 지급정지 대상자로 처리하고, 입국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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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전제로 한 급여*는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 하여 

해외 체류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보장중지되면 해당 급여도 당연 중지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인 경우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지급 중지

‑ 출･입국 기록은 있으나 1회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정보 

시스템에 중점관리자로 등록･관리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비용의 출처 등을 확인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경우 1회 해외체류기간의 기준을 60일로 함

〔참고〕해외 장기 체류 의심자 관련 처리 절차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 정보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제공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므로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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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거주지 변경 처리

보장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처리방법

구 분 사업별 구 거주지에서 할일 신 거주지에서 할일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전체

*긴급복지 

제외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급여 

실시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

생활보장

①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②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 동일보장가구 해당：전출 미처리

  ‑ 동일보장가구 미해당：전출 처리

③ 전출처리 한 경우 보장가구원수 변경

④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① 시스템에서 전입 사항 알림

② 동일 주소지내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동일 보장가구원 유무 확인

③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긴급복지

지원

①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②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③ 동일보장가구에 미해당하는 경우에 

전출 미처리

④ 지원대상 가구원수 변경‑급여변경 등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

하여 지원결정(필요시 조사)

영유아

보육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전출통보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아동)의 전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① 시스템에서 서비스 수급자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자격 중지

② 서비스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① 서비스 수급자의 전입시 시스템에서 

알림

② 대상자가 받던 서비스가 신거주지 

에서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여부 확인 

한부모

가족지원

① 시스템에서 부/모의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원본서류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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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별 보장기관의 기준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지원

영유아
보육

가정양육수당
사회복지

서비스이용권
대상(바우처)

한부모가족
지원

보장

기관

동일보장 

가구의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용시설 

소재지 

시･군･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부나 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예시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원 1인이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보장가구로 보호받는 등록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단위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급여는 개인단위 급여이므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예시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노인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가구단위의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기초연금은 개인단위의 

급여이므로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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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누락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연금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장애인연금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시 중지 된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장애(아동)수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지 중지 된 대상자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완화) 추가 신청가능자

(추출기준)：3급 중복장애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가 없는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만 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ⅢⅢ 기타 관리

1. 개 요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누락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관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2. 누락･추가서비스 안내

수급자 중 개별 급여･서비스의 선정기준에 적합 하지만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누락 급여･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 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 안내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교육급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의료급여 자격 취득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이상이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기초연금 지급

〔참고〕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ʼ15.9.1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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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누락서비스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증장애인(만 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써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만 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써 장애

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4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5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ʼ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ʼ1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6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중복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ʼ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이나 차상위(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 중 차상위(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장애(아동)수당(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복지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1> 2>･･････････････> 7> 8 순으로 대상자 제공

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연령도래자

1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추출기준)：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됨

2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확인(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추출기준)：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는 대상

 *학교 재학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중인 만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3
장애수당 전환대상(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추출기준)：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 도래로 장애수당 전환대상이 됨

4

장애수당 전환대상 확인(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추출기준)：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 도래로 장애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으로 예상

되는 자

 *학교 재학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중인 만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5
기초연금 신청대상(장애인연금)
(추출기준)：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

※연령도래자 제공시점：연령도래 1개월 전 및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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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직권으로 추가 신청(보장결정 시에도 누락 서비스를 조회 

하여 안내)

연령 변동에 따라 추가 서비스 신청 가능자를 조회하여 안내

예시  ∙ 만 65세 도래자：기초연금 신청 안내, 의료급여 종별 변경(2종 ➝ 1종), 근로능력 변경

(유 ➝ 무)

      ∙ 기초생활수급자 중：중학교 진학 예정자의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변경 

안내

전년도 급여신청자 중 신년도 사업기준 변경으로 수급권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조회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기능

‑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정 대상자에 대해 실시

‑ 시･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3. 중복 급여･서비스 방지

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별 급여･서비스 내역을 분석하여 동일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는 급여･서비스를 차단

‑ 서비스 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들을 알림기능으로 제공하여 중복지원 사전 

차단

‑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서비스 내역을 분석하여 중복지원되는 급여･서비스를 조회 

하여 알림으로써 사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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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2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3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4 유아학비 교육부

5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6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7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8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9

장애아보육료 복지부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10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11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12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13 유아학비 교육부

14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15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16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17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18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19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20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21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22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3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24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25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26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27 유아학비 교육부

28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중복지원 제한 대상 사업

① 사업간 중복 지원 제한(168개 유형, ʼ18.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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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29

시간연장형보육료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30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31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32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33

다문화보육료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34 유아학비 교육부

35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36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37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38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39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40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41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2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3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44 유아학비 교육부

45 농어촌 양육수당 복지부

46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47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48

장애아동 양육수당 복지부

유아학비 교육부

49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50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1 방과후보육료지원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2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3 만0~2세 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4 만3~5세 보육료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5 유아학비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56
고교학비 교육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57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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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58

기초생계급여 복지부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59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60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61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62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63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64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65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66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67

기초의료시설생계급여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68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69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70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71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72

기초의료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73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74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75
기초주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76 긴급복지주거지원 복지부

77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78 고교학비 교육부

79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80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지원 여가부

8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지원 여가부

82 기초해산급여 복지부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83 기초장제급여 복지부 긴급복지장제비지원 복지부

84

긴급복지생계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85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86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87 청소년특별지원생활지원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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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88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복지부

89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복지부

90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교육부

91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92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93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94

장애인의료비지원 복지부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95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96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97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복지부

98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복지부

99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100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의료지원 복지부

10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102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103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104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105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복지부

10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107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복지부

108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109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복지부

1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복지부

111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112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1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11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복지부

115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보훈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116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117 취업수강료지원 보훈처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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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18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림부

1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12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부

121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복지부

122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부

123 자활근로 복지부

124
장애인생활시설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부

125

일반형 일자리 지원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부

126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27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128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

129 자활근로 복지부

130 직업능력개발 훈련(훈련수당) 고용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부

131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복지부

1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복지부

133
언어발달지원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인지력향상서비스)

복지부

134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부

135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136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복지부 주거현물집수리사업 복지부

137

국가보훈대상자지원(수업료면제) 보훈처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부

138 고교학비 교육부

139 국가장학금(Ⅰ, Ⅱ) 교육부

140 대통령과학장학금 교육부

141 기초교육급여 교육부

142 긴급복지교육지원 복지부

143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고용부 고교학비 교육부

144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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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급여서비스명(A) 부처 급여서비스명(B) 부처

145
교육정보화지원 교육부

초고속인터넷통신  요금감면 과기부

146 사랑의 그린PC 보급 과기부

147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자활근로 복지부

148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149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

150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51 자활근로 복지부

15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부

153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

자활근로 복지부

15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부

155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복지부

156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고용부 직업능력개발 훈련(훈련수당) 고용부

157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복지부

기초해산급여 복지부

158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복지부

159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부 고교학비 교육부

160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지원 여가부 고교학비 교육부

161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여가부

저소득층창업지원 복지부

162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복지부

163 기초연금 복지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복지부

164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복지부 긴급지원(생계지원) 복지부

165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복지부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여가부

166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여가부

167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여가부

168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보훈처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지원 여가부

※상기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중복 확인 기능 구현 대상도 포함

※상기 유형외 개별사업 지침 상 규정하고 있는 중복 유형을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시스템 상 자동차단 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절차 진행

참고 자격중지월까지 지급 원칙에 따라 행복e음상 자격 중복 발생시 처리 기준

  ① 급여서비스간 자격유지에 따른 중복은 두 급여 미생성

  ② 급여서비스간 자격중지, 자격유지인 경우는 사업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유지 
급여서비스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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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지원제외 대상

사업명 급여 및 서비스명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

급여

생계급여

‑ 의료･자활급여특례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주거급여

‑ 의료･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사용대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 노숙자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ʼ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자활지원

자활소득공제

‑ 차상위계층

‑ 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

급여, 시설급여)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사업 ‑ 기초생활보장급여

저소득장애인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201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 

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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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급여 및 서비스명 지원 제외대상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내용(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미소금융사업 중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ʼ, ʻ자영업자 관련 대출 
자금ʼ 융자 대상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어린이집미이용

아동지원
양육수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변동신청 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료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변경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불가(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음

복지자금대여
‑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 융자
‑ 주택자금 용도로 대여는 불가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재활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중증장애아돌봄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대상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왼쪽 사업의 급여･서비스는 오른쪽 ʻʻ지원제외대상ˮ에게는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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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부적정 수급자 검색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별 선정기준(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선정 요건)과 

개인･가구별 조건(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을 비교하여 기준 초과자 검색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중지대상, 연령기준 초과, 장애 등 자격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중지 되었는데 경증장애수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으로 인해서 부가

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 중지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 조회결과 미적용 사례 등

부적정수급 의심자 등록

‑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등록하여 관리

유형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자, 차량명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기존부정수급이력자 등

오프라인(off‑line) 조사정보 제공

‑ 정보시스템에 미 연계 된 소득･재산 등 관련 자료를 필요시 보건복지부에서 입수 

하여 기준초과 또는 급여조정이 필요한 자의 명단 제공

예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 복권당첨금, 전국 화장장 등의 

사망자 정보 등

중점관리대상자 처리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처리 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

☞ 복지부는 의뢰 건을 검토하여 자체처리 가능으로 판단시 해당 지자체로 반송하고 중앙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후 결과를 송부

5. 급여중지자 관리

급여중지(탈락) 후 5년 이내에 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 5년 이내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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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지자(탈락자)의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재신청 시 신청(상담) 화면에서 서비스 수혜이력 및 중지사유 확인 가능

6. 의사무능력(미약)자 관리

의사무능력 대상자 등록

‑ 기존 오프라인으로 관리되는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및 이력관리

‑ 읍･면･동 담당자는 ｢인적정보 조회｣를 통한 수급자를 조회하여 의사무능력 대상자 

선택, 대상자･급여관리자･업무담당자 등 관련 정보 입력

  (의사무능력 대상자 유형)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

의사무능력자 조회

‑ 등록된 의사무능력 대상자 조회 및 등록된 정보 수정

‑ 관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조회

‑ 의사무능력자 관리 및 점검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검 유무를 화면상 해당년도 

반기별 조회

의사무능력자 점검결과 등록

읍･면･동 담당자는 반기별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상황 확인 및 점검 

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결과표｣에 입력 및 결과 수정 가능

※ 점검결과표：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 [국기초 서식 43호] 참고

‑ 등록된 의사무능력자의 ʻ대상제외ʼ 기능 부여, 제외사유 입력

※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표｣에 반기이내 등록

  예시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관리 ‑ 6월 31일까지 점검결과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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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망의심자 정보 관리

목적

‑ 화장장, 병원 등 사망 관련 정보를 ʻ사망의심자 HUBʼ로 통합 관리하여,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에 따른 복지급여 과･오지급을 방지하고 사망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 사망의심자：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

들을 모은 정보(화장･매장정보, 병･의원, 장기요양 시설 정보)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3조

제2항([별표 1] 제26~27호)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추진 경과

‑ (ʼ10. 6.) 최초 사망정보 확인대상자 및 사망 자료 입수(수기관리)

‑ (ʼ13. 3.)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기반 구축 완료

‑ (ʼ13.11.) 범부처 1차 확대구축 … 활용기관 총 10개

‑ (ʼ14. 8.) 행복e음 ʻ사망의심자ʼ 급여 미생성 기능 적용

‑ (ʼ14.12.) 범부처 2차 확대구축 … 활용기관 총 17개

‑ (ʼ15. 2.) 행복e음 사망의심자 중 사망확인(17개 기관)된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
서비스 자동중지 기능 적용

‑ (ʼ15. 8.) 외국인 사망의심자 정보 입수정보 확대

‑ (ʼ15. 9.) 범부처 3차 확대구축 … 활용기관 총 21개

‑ (ʼ16. 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매장 등 신규정보* 입수정보 확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6.1.29)으로 묘지, 봉안, 자연장, 장례식장 정보 추가

‑ (ʼ17.12.) 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이용자 정보 입수정보 확대

* 재가급여 이용자 정보：장기요양기관 미이용상담 사유가 “사망”인 건 중 사망확인으로 계약해지 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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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 (입수) 사망의심자 정보를 보유한 행정망 내 4개 입수기관과 정보 연계,

행복e음 화면*에 사망의심자 정보 조회 기능제공

* 행복e음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사망의심자HUB > 사망확인대상(사망의심자) 조회

번호 입수 기관명 개통일자 입수자료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ʼ13.03.01 (내국인 정보) e하늘 사망(화장)자

ʼ15.08.10 (외국인 정보) 외국인 사망의심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
ʼ13.03.01 장기요양시설 사망자

ʼ17.12.20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사망자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ʼ13.03.01 병원 사망자

4 행복e음 지자체 ʼ14.01.01 장제급여 신청자

‑ (변동알림 및 급여미생성) 사망의심자 정보 입수된 수급자의 경우 변동알림으로 

보장중지 등 처리를 위해 변동알림* 제공하며, 동시에 급여는 자동으로 다음 달

부터 미생성 처리

* 행복e음 > 변동･사후 > 변동관리 > 변동집계현황 ➝ 인적변동 ➝ 사망의심자 선택

‑ (지자체 검토) 사망의심자 정보 중 ʻʻ사망의심ʼʼ 정보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수급자의 사망여부를 직관*하여 수정 처리, ʻʻ사망확정ʼʼ 정보는 사망 처리에 준하여 

조치

  * (직관) 사망의심자 정보는 사망신고 지연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공적자료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하며, 직접 업무담당자가 당사자의 사망을 직접 관찰(직관, 直觀)한 결과를 행복e음에 

입력하여야 함

 ** (사망의심) 입수기관으로부터 사망의심자 정보로 취급 중에 있으나, 타 처리기관에서 사망확인이 

2차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지자체에서 실제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사망확정) 입수기관 및 타 처리기관에서 사망 확인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이 사실상 불필요함(다만, 최근 사망확정자임에도 생존자가 사후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검토결과 입력) 확인 결과 ʻ사망ʼ 및 ʻ생존ʼ 등 처리하며, 생존 등록 시 미지급 

급여 소급 지급 처리(사망자가 아닌 수급자의 급여가 미생성시 급여미생성 사유가 

ʻ사망확인대상자ʼ일 경우 사망확인등록에서 확인결과를 ʻ생존ʼ으로 입력)

* 확인결과가 ‘사망’으로 등록된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자격 및 서비스가 자동 중지됨에 유의

(’15.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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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미생성된 사망의심자가 ‘생존’으로 확인된 경우, 사망의심자 검토(확인) 결과를 ‘생존’으로 

등록하여야 급여가 정상 생성됨

‑ (정보 최신화 및 공유) 처리 결과(ʻ사망ʼ, ʻ생존ʼ)에 대해 타 활용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여 부당한 민원인 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방지

유의사항

‑ 사망의심자에 대해 현장 방문 또는 유선 통화를 통해 사망 사실 확인(건강을 묻는 

등 우회적으로 질문)

‑ 등록된 사망의심자 확인결과는 타 기관에도 공유되며, 타 기관에서 등록한 확인 

결과에 대해서도 조회 및 참고 가능

‑ 사망 확인자에 대해 자격･서비스 중지 등 사업별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예：기초연금의 경우 수급권 상실 조치)

‑ 지속 연락 하였으나 확인 불가할 시 보장기관 판단 하에 자격 일시정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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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25조의2

용어 비용징수 환수 환수 환수 비용환수 비용환수 비용징수

환수

대상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수급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 등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아니 

하였으나 긴급 

지원심의위원

회 심의 결과 

적정 하지 

아니한 지원 

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 하여 

‑보호자가 거짓 

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

ⅣⅣ 보장비용 환수

1. 보장비용의 정의

(광의) 각 법령에 의해 지급된 급여 실시비용 및 인건비와 사무비 등 보장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협의･일반적 개념) 생계･주거급여 등 급여 실시비용

2.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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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대상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포함)

‑장애인자녀

교육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장제비

‑연료비 등 

‑가정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교육비/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자립 

지원수당

 ‑검정고시비/ 

고교학습비

 ‑자산형성계좌

3. 보장비용 환수 절차

가. 필요성

사업별로 상이한 환수절차를 표준화하여 보장비용환수 업무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

나. 대상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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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수절차

① 보호중지 등 처분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중지 및 급여액 변경 등 처분

② 부정수급 확인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확인 

③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④ 보장비용환수결정

결정기관

 ‑ 보장기관이 결정

  *기초생활의 경우 필요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기관이 

결정

결정내용

 ‑ 환수부합여부, 환수대상

 ‑ 부정수급기간, 환수 금액

 ‑ 납부방법：일시납,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⑤ 납부통지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납부거부(1차)
 

⑥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독촉

‑ 납부거부(2차)
 

⑦ 체납처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환수대상자 소유 재산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

하는 조치

 ‑ 경매처분：지자체 장이 환수대상자 소유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

하는 절차

⑧ 환수금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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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수 절차별 처리방법

부정수급 확인

 선정기준 또는 급여기준 초과자에 대해 보장중지 또는 급여액 변경 등의 처분을 함

 선정기준 초과 또는 급여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시･군･구 담당자는 부정수급자에게 보장중지 처분 통지서 발송

보장비용 환수 결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내용 검토결과 보장중지처분이 타당하고 부정 수급자인 

경우 비용환수대상자로 등록

 부정수급에 대한 납부대상자 정보(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등록

 환수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환수대상금액을 산정하여 등록

 환수대상자별 환수방법(일시납･분납･상계), 환수･반환 여부, 환수방법(일시납･  
분납･상계)에 따른 환수계획을 등록 

 ‑ 환수･반환 여부를 판단하여 반환인 경우 상계여부를 결정하고, 상계처리인 경우 

상계처리 계획을 등록(상계년도, 상계주기, 개월수, 환수금액 등)

 필요시 산출내역을 심의기구에 상정하여 환수제외금액 및 제외대상 여부를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등록

 ‑ 심의기구：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긴급복지)

보장비용 환수절차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함(납부기한 30일)

 납부대상자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독촉

 ‑ 독촉 납부통지서 발송(2차 납부기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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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 독촉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리 절차(압류, 경매처분 등)를 진행함

 ‑ 체납처분에 대한 법적조치내역을 등록함

 결손처리

 ‑ 결손처분은 보장기관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을 수행하고, 결손처분내역을 등록함

 환수처리내역등록

 ‑ 환수처리된 것을 확인후 환수내역을 등록함

 환수금액의 처리

ⅤⅤ 반환명령

1. 법적 근거

사 업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아동복지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법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긴급복지법

제15조

아동복지법

제3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

용어 반환명령 반환 반환명령 반환명령

2. 반환요건 및 대상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상계하여 반환 완료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면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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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의 감면 (감액 또는 면제)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반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금액의 감면 

및 면제를 결정

‑ 위의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경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반환의 

감면 결정 후 개최되는 당 해년도 첫 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함 

4. 반환 절차 및 처리방법

① 과잉지급분 발생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② 반환 결정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③ 반환 통지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 반환거부(1차)
 

④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 반환거부(2차)
 

⑤ 체납처분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

하는 조치를 취함

 ‑ 경매처분：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⑥ 반환금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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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

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

족 

사

항

세대주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2. 외국여권 소지자명3)：___________, 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6)

수급자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
여
계
좌

신청인과

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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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①                 ②                 ③               )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
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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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9.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10.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관련 개인정보(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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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안내사항>

처 리

기 한

- 14일：한부모가족, 유아학비

- 30일：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 60일：아동수당(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

비용 보조, 차상위

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

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외국여권 포함)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외출생자에 한함)

 15.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각 1부(복수국적자에 

한함)

아동수당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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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통신사：□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 지역난방비(열사용자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휴대전화요금할인 신청시)

가

족

사

항

신청인과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

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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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8.3.19>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

득

사

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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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8.6.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

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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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

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5)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아동수당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

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

급여법｣ 제9조,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 ｢장애인

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

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 ｢아동수당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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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9.1.1>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은 30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

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

족

사

항

세대주와

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

면

동

주

민

센

터

□  보 육 료 지 원

 ･ 유 아 학 비 지 원

( 아 이 행 복 카 드 )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노 인

  돌 봄

  종 합

서 비

스

방 문
서 비 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 비 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 비 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가 사 간 병

방 문 지 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4시간 

□ 월 27시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 장 애

   아 동

   가 족

   지 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

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 발 달

  장애인  

  지 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등급

지원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 방과후돌봄서비스

□ 지 역
   사 회
 서 비 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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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 □  갱 신 신 청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보

건

소

□ 산 모 신 생 아
  건 강 관 리 지 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쌍생아(□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
분 유 지 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조제분유(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기저귀  □ 조제분유(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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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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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 지원 신청서□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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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단,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경우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호구분
* 담당공무원 
확인 정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복지        □ 기타 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주택(전세)자금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생업자금(                  )    

 □ 기술훈련자금     □ 장애인보조기구구입자금

 □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 자기계발훈련비  □ 의료비

 □ 기타(                      )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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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창업(구입)형태1)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사업명

사

업

내

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자동차구입

사 업 장  □ 있음 (            ㎡) 

위   치

임대내용

 □ 전  세 원

 □ 월  세 원

 □ 기  타 원

 □ 보증금 원

차량내용
 □ 신  차 년식,          원

 □ 중고차 년식,          원

기

술

보

유

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근로자 근로자

기  타 기  타

경  력 년 경  력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사

업

일

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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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 계획

 □ 지역자활센터장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도 받고
싶은 내용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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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행 2016.1.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

융 자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융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귀하

구비

서류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 대여 결정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기간(거치/

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융자불가결정시 사유 등)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요망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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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2019.1.1>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 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 □ 기타 
(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
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하고 60%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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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종일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맞춤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

지사유 소멸

   - 정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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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

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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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4.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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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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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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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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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이용안내문 참조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합으로 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감액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

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35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 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

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

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에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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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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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

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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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제 외

신 청 내 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대 상 제 외
사 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  중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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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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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ㄹ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아동수당：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7) 차상위계층 확인：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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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

건

부 

수

급

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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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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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으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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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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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산

정

내

역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1)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2) (다) 원

1) 소득평가액：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250,816원(7인기준‒6인기준)

【참고】2018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41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42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43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44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45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46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47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48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49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50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51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52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53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54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55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56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57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58 



부록

제1장

서

식

부  록

제1장 서식  259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60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1.1>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

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아동수당：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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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1.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 분 이  있 음 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 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

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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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3.21> [1 면]

가입

기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형(금융) □ 사회서비스형A(매출액 10% 이상) 

□ 사회서비스형B(매출액 10% 미만) □ 사회서비스형C(매출액 ‘0’인 사업단) 

□ 인턴･도우미형)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직  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 관계 성명 연락처

가
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

립

및

사

용

계

획

1. 신청내용：월별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36개월

2. 신청동기

* 가구특성, 현직장 근무경력,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안내받았다면 안내받은 지역자활센터명 등 적시

3. 저축액 사용계획

○저축목적：□ 주택구입･임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창업･운영자금  

             □ 그 밖에 자립･자활

○향후 자립･자활계획：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 참여(사업명：       , 기간：     , 수령액：              )
 희망･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최초 / 재가입(사업명：      , 참여기수：      , 적립횟수：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 할 것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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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적립금은 목적으로 한 적립수준이 도달할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통장), 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해지*하여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사유

     (통장Ⅰ)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통장Ⅱ)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시 등

  ○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
    * 지급요건 

     (통장Ⅰ)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통장Ⅱ) 3년 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용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통장)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 입금과 지자체의 내일키움 적립 승인 및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신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모두 생성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과 가입유지 가능한 사업단에 성실참여(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하셔야 매월 적립 승인이 

이루어지고 내일키움장려금이 생성되며 내일키움수익금은 참여하시고 계신 사업단의 수익금에 따라 차등 생성됩니다.

  ○ 만약 저축 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 및 사용용도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환수해지*하여야 하며 가입유지 기간 동안 적립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 지급됩니다.

     * 환수해지 사유：가입 가능한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교육 및 사례관리 연 4회 미만, 지급요건(가.항 또는 나.항)** 

미충족 등

    ** 지급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탈수급 포함)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나. 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제외)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이상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금융복지

지원사업 제외)

    *** 사용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신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계약
  ○ 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월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36개월이며, 납입일은 매월 20일

  ○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자 (생년월일)                   (성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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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6.30>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형(금융) □ 사회서비스형A(매출액 10% 이상) 

□ 사회서비스형B(매출액 10% 미만) □ 사회서비스형C(매출액 ‘0’인 사업단) 

□ 인턴･도우미형)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근무지

신청내용 월별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36개월

구비서류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본인적립금

입금기한
첫 입금     년    월    일까지 (이후 매월 입금일 20일까지)

         귀하를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대상자로 결정(추천)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희망･내일

키움통장적립 예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민간위탁기관장 직인

       문의 전화번호：                    

                                                                                             귀하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신청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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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7.1> [1 면]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처리기간

별도안내시 까지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
의
관계

전화
번호

주소

휴대
전화

E-ma
il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의료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배우자：               (서명 또는 인)

                보훈지(방)청장,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4.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출하는 곳 관할 보훈지(방)청,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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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유의사항

1.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수급권자의 소득･재산, ③기타 수급권

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훈청 및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3.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5. ｢의료급여법｣ 제3조의3 등에 의거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6.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

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8. 본인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재산 정보 등을 국가보훈처 또는 문화재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 

또는 문화재청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9. 의료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의료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

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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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6.6.30.)

현장 조사서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조사의 범위

관계 법령

제출자료

기타

   년      월      일

기 관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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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8.6.20>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위

임

장

위
임

받
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증명서 
종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통수：      )
 □ 장애인 증명서 (발급통수：      ) 

위

임

자

 본인의 해당 증명서 발급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항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법
정
대
리
인

등

동
의

   (성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함)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하여, 위임받은자가 분리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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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1호)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동의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수급 희망자(본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통보서를 받으실 실제 

주소를 상단에 기입) 

○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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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 신청인

성명

한글 대상자와의관계

영문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신청카드

카드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임의선택불가)□ 
 ※우체국, 신협 현대증권은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카드발급

금융기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직장정보

(본 인)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청구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이메일

카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문자 알림 

서비스(SMS)
① 신청 ② 미신청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현금카드기능

① 신청 ② 미신청

(※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현금카드 기능 
가능여부 및 연결 
계좌는 카드사별 
상이]

바우처 

사용내역

e-mail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체크카드명세서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사업별 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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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2)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함

4) 카드비밀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함

5) 체크카드 연결계좌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NH농협카드(NH농협은행) 롯데카드(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로 가능함

6)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인 경우 ̒ʻ전용카드ˮ 한정적으로 발급(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밖에 없을 경우 카드 미신청)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금융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수협은행 □ 광주은행 □ 우체국 □ 제주은행 □ 신협

□ 현대증권□)의 

개인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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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카드사：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 그린카드(에코머니 멤버십) 서비스의 제공 정산1)

  ‑ 롯데멤버스 및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가입 및 서비스 제공･관리2)

  ‑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정산의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아이행복카드 관련 제휴기관, 나이스 등 VAN사, 롯데멤버스 제휴사2), 다둥이 클럽 제휴사2)  

■ 개인정보 활용 공공기관：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수사기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1), 지방자치단체1)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다만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를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신청카드관련 제휴기관은 별도의 안내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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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주)한

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운향,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1) 그린카드(에코머니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카드, BC계열, 롯데카드에만 해당함

2) 롯데멤버스 및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서비스를 제공하는 BC계열 및 롯데카드에만 해당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귀중

  본인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유아학비 바우처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유아학비 바우처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DM, TM, SMS, e-mail 업무, 인터넷 관련 서비스 등),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등 바우처운영 업무 수행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귀중

  본인은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육바우처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보육바우처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DM, TM, SMS, e-mail 업무, 인터넷 관련 서비스 등),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등 바우처운영 업무 수행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란

본인신청확인담당자        （인） 신분증종류

읍･면･동명 발행기관

신청서기재장소 발행일자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74 

신청서의 바우처카드 부분 작성 요령

1. 필수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필수기재사항 제외：직장 관련정보  

2.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기재란ʼ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 표시 

   ㅇ 신용카드：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ㅇ 체크카드：사용시 마다 연결계좌 잔고 내에서 즉시 결제가능

   ㅇ 전용카드：신용불량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ㅇ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오류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 청구서 수령지 ‑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ㅇ 신용카드：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ㅇ 체크카드：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메일로 

발송

   ㅇ 유의사항：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읍･면･동 중 선택하여 표시하며 배송지별 관련배송정보기재

(예：자택 ‑보호대상자주소, 직장 ‑직장주소, 전화번호, 읍･면･동 ‑읍･면･동주소)
     ※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자택 카드수령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경우 읍･면･동주민센타로 카드수령 지정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배송지 정보 중 읍･면･동정보(읍･면･동명, 담당자명, 읍･면･동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읍･면･동주민센터의 

해당내용으로 상세기재함.
     예) 읍･면･동명：교1동사무소, 담당자명：홍길동, 읍･면･동주소：서울 종로구 교1동 112, 읍･면･동전화번호：02-1234-5678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ㅇ 14세 이상은 체크카드 발급가능

   ㅇ 14세 미만은 카드발급 불가

  ■ 현금카드 기능 ‑ 카드사 및 은행별로 상이하여 카드발급 과정에서 별도 안내

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각 카드사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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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3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카드

수령지

수령인

□ 발급대상자  □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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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3-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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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4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

공동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만19세이상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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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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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6호)

< 지 출 실 태 조 사 표 >
Ⅰ. 가구특성

 ▢ 맞벌이 여부   ( Y  /  N ) ▢ 자영업자 여부 ( Y  /  N ) ▢ 주택소유 여부 ( Y  /  N ) ‒ 면적 (        )㎡
Ⅱ. 지출내역(한달 단위의 항목별 지출사항)
  *지출 세부항목별(곡물, 고기, 과일 단위)로 지출금액을 작성하되, 세부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항목(식품비, 광열수도비)별 

총 금액으로 작성 가능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식품비

1. 곡물 및 가공품

교육비

15. 고교납입금 　
2. 고기, 야채 16. 보육료

3. 과일 17. 교재, 참고서비

4. 빵 및 음료 18. 학원비

5. 외식비
교양오락비

19. 방송수신료 　
주거비 6. 월세 20. 기타오락비

광열수도비

7. 수도요금

교통통신비

21. 교통비

8. 전기요금 22. 자동차유지비 　
9. 취사, 난방비용 23. 전화요금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 24. 인터넷이용료

의료비

11. 입원, 진료비 25. 담배, 술값 　
12. 의약품비 26. 가사용품 및 서비스

13. 간병비
기     타

27. 기타 잡비

14. 채무이자 상환비 28. 사회보험료이자비

합     계 (                                     ) 원

Ⅲ. 소득내역(가구원별 소득)

수입원(성명) 가구주와 관계 직업(직장명) 수입(원)

합계 (                                     ) 원

Ⅳ. 추가 지원내역(수입내역이 지출내역에 비해 부족할 경우 보충 방법)

지원하는 곳 성명 및 단체 월평균 지원금(원) 비고

부모･자녀

형제･친지

단체･기관

대출･카드

기     타

합계(물품은 환가액으로 기재) (                              ) 원

작성일：20      년      월        일

     작성자：(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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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지출항목별 해당품목

지 출 항 목 해 당 품 목

식품비

 1.곡물 및 가공품 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과일 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빵 및 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외식비 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월세 월세

광열수도비

 7.수도요금 수도료

 8.전기요금 전기료

 9.취사, 난방비용 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의복, 신발 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의료비

11.입원, 진료비 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2.의약품비 양약, 조제약

13.간병비 가구원의 입원으로 발생하는 간병 비용

이자비 14.채무이자 상환비 금융기관 등 채무로 매월 상환하는 이자액

교육비

15.고교납입금 고교납입금

16.보육료 보육료

17.교재, 참고서비 중고교재, 참고서 값(1인당)

18.학원비 입시 및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9.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

20.기타오락비 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교통통신비

21.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 및 전철, 화물운송료

22.자동차유지비 부품 및 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3.전화요금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4.인터넷이용료 인터넷이용료

기타

25.담배, 술값 소주, 맥주, 담배

26.가사용품 및 서비스 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7.가타 잡비 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8.사회보험료 연금, 건강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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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7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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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8호)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

고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원
 월평균 고용일수：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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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서식 제9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복

지

급

여

계

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210㎜×279㎜(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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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 보호 지침

ⅠⅠ 일반 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

급여법”이라 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민간 복지기관에 적용한다.

3.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내지 제5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76조, 

｢전자서명법｣ 제21조 내지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40조, 제47조

※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붙임 9. 법적보호체계” 참조

가. 준용

동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서명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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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지침과의 관계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조직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의 장8]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개별책임관)

시설관리감독
부서장6]

각 운영
본부장3]

소속부서장5]

(분임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
팀장7]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

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교육지원：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시군구 소속 부서장：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관

 6)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7)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8)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시설의 장’)：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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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고,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총괄 관리

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이하 “실무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각각의 본부장으로 하며, 업무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이하 “개별책임관”이라 한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주무부서의 장(기관총괄책임자)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관(이하 “분임책임관”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개인정보취급자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 본청 부서의 장, 보건소장(보건소 부서의 장), 읍면동장 등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이하 “시설감독관”이라 한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이하 “시설책임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최고관리자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으로 한다.

5. 주요정보시스템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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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 소명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례관리의 표준화와 민관 공동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관리하고, 지자체와 복지

기관 간 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은 ① ｢민관 공통 데이터 저장소｣와 ② ｢복지기관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민관 공통 데이터 저장소｣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 간 사례관리 대상자와 복지자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내 구축한 데이터 저장소를 말한다.

｢복지기관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시스템｣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의 

일부로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관리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말한다.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업무처리 간소화와 효율화 및 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6. 용어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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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로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비영리기관･단체, 개인19)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

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받는 것 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9) 1인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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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정보”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정보보호책임자”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8조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보안 점검, 침해행위 및 그 대응처리의 통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소속 직원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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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다음 정의는 동 지침에서 고유하게 정의한 것으로 동 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사회 복지업무”란 사회복지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 포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이란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 포함)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정책실장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란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 포함)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이란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이란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서, 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련 각각의 본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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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관”이란 개인정보취급자의 소속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지도･관리한다.

* 본청 부서의 장, 보건소장(보건소 부서의 장), 읍면동장 등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이란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

부서의 장으로 시설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

한다.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최고관리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으로 한다.

“정보소관 부서의 장”이란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사업 부서(이하 “정보제공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다)

“시설등”은 ｢사회보장급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시설로써 1.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

복지관 2.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
단체･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있는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

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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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위하여 위탁자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수탁자)에게 맡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가공, 복구 등이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감정보”란 금융(신용, 보험, 계좌)관련 정보, 혼인관계증명 및 가족관계증명 정보, 

가정･성폭력 및 범죄 관련 정보, 건강(질병･진료내역 등) 관련 정보를 말한다.

“중요･고유식별정보”란 자격･수혜서비스 정보, 소득･재산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

내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일반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신원정보와 

사적 생활관계와 연관되어 타인과 구분하거나 구별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민감

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말한다.

“파기”란 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식별 및 접근이 불가능하고 복구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파기에서 “자료”란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에서 보관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암호화(encryption)”란 중요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정보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하여 저장함으로써 해독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암호화된 문장으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복구하는 것을 복호화(decryption)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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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복e음 用)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시설등 복지기관 用)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행복e음 用)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시설등 복지기관 用)

별지 제17호 서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이용신청서

8. 상세규정 등 붙임

<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붙임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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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붙임 4. 징계업무 처리절차

붙임 5.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시설등>

붙임 6.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붙임 7. 징계업무 처리절차

붙임 8.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공통>

붙임 9. 법적보호체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붙임 11.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리스트

붙임 12. 전산용어 해설

9. 시행

이 지침은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10. 경과규정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1. 유권해석체계

이 지침 상 불명확한 사안 또는 타 규정과 서로 충돌하는 등 동 지침의 해석이 필요

할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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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1. 정의 및 근거

정의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를 추출

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전자서명법｣ 제23조, ｢사회복지

사업법｣ 제6조의2, 제40조, 제47조

※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붙임 9. 법적보호체계”를 참조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활용하는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정보원과 보건복지부 또는 정보원으로

부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탁받은 위탁사업자,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5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에 

적용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발･운영자들이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분석

하여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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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동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 실무업무를 실무책임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붙임 3 및 붙임 6 참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등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 패턴 적용 및 소명절차 등 개인정보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총괄책임관은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당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설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시설책임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단, ‘법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거나 ➁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종사자(시설책임관 

포함)의 징계권을 “시설의 장”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접근기록 생성 및 오･남용 의심행위 분석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이하 “접근기록”이라 

한다.)을 화면단위로 생성하고, 실무책임관은 생성된 접근기록을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수집한다.

실무책임관은 수집된 접근기록을 기초로 각 종 추출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 또한, 위반 의심 사례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출 패턴을 

정비하고 다양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접근기록 및 소명처리 내역 등 관련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해당 개별책임관(운영

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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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요청 및 답변처리는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나.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소명요청 받은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10일 이내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자가 전출, 퇴사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의심자로부터 소명 

받은 결과를 10일 이내에 개별책임관(업무보조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책임관이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대리입력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등’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가 전출, 퇴사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의심자로

부터 소명 받은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설책임관 및 시설 사례관리팀장은 개인정보 

보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리 입력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소명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책임관은 이에 대해 재차 소명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재차 소명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 또한, 재차 소명 기한 내까지 소명답변 미제출 시, 익일부터 소명 시까지 개인정보

취급자의 행복e음 업무메뉴 접근을 중지한다.

* 소명 제출 완료 시, 행복e음 업무처리 가능

총괄책임관 및 실무책임관은 소명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사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

취급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설등’의 경우에는 시설책임관 및 

시설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과 동행한다.

실무책임관은 당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 사례(소명 미응답 사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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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 중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총괄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행정 조치

1)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정보원･(보건복지부 또는 정보원)위탁사업자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5 참조)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하여 개인

정보 보호 위반 사안으로 처리한다.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계업무 처리절차”(붙임 4 

참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징계 등은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 개인

정보)에 따라 비위사항 및 적극적 행정 여부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조치한다.

 ‑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한다.

 ‑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사안은 양도 

및 양수 관련자 모두 “견책” 조치한다.

  ∙ 접근권한(공인인증서)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도용된 자에게 

있다.

 ‑ 개인정보보호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가 “견책” 이상 조치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분임책임관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고, 위반자가 “해임” 이상 조치

되는 때에는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도 “경고” 조치한다.

 ‑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이 “정직” 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 “경고” 조치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는 견책 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위반 사안에 대해 총괄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소속기관의 장 의견을 첨부)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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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등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개별책임관 및 시설

감독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등의 내부 

징벌규정에 따라 책임 있는 자를 징계 할 것을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 등을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

(시설감독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개별책임관 및 시설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기관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인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8 참조)을 마련하여 각 ‘시설등’의 취업규칙 등 

내부 징계규정에 적용함을 권고할 수 있다.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징계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을 

존중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내부 징계규정에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견책 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위반 사안에 대해 총괄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소속기관의 장 의견을 첨부)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징계 사후관리

1)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정보원･(보건복지부 또는 정보원) 위탁사업자

 개별책임관(징계를 실시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은 징계조치결과에 징계감경이 

있는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징계 감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결과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5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기관의 

장에게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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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으로 조치

되거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시설등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개별책임관 및 

시설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의 징계 결과 등을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

이사)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 대한 징계 사후관리 업무 등을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

(시설감독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징계 조치 결과에 징계감경이 있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개별책임관 및 시설감독관)에게 징계 감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총괄책임관에게 해당 시설의 징계결과 보고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이 보고한 

시설의 징계 결과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8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재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이 보고한 시설의 징계 결과가 징계

기준(붙임 8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감독관)으로 하여금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징계를 권고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중징계(해고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되었거나, 1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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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
사회보장
정보원

시설의 장8]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개별책임관)

시설관리감독
부서장6]

각 운영
본부장3]

소속부서장5]

(분임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7]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

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교육지원：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시군구 소속 부서장：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관

 6)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7)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8)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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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정보시스템의 개별책임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주무부서의 장(기관총괄

책임자)으로 한다.

개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실무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관할 ‘시설등’의 시설책임관의 정보공유시스템의 접근권한 승인 요청 시 지방자치

단체의 사례관리팀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권한 승인 절차에 따라 정보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점검을 수행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2 참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

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이용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군구 개별책임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소속 

부서장*을 분임책임관으로 두되, 분임책임관은 소속 해당 직원(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본청 부서의 장, 보건소장(보건소 부서의 장), 읍면동장 등

‑ 시군구 개별책임관인 사회복지 주무부서장은 소속 해당 직원에 대한 분임책임관 

역할을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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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책임관의 법령상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개별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 
감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시 민원 접수･처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결과 보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

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계획 수립･시행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이용 시 총괄책임관에게 사전 협의 및 승인

〔시군구 개별책임관과 분임책임관 비교〕
구분 개별책임관(사회복지 주무부서장) 분임책임관(소속 부서장)

정의
∙기관 전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리･감독

∙부서 소속의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지도･관리

역할

∙기관 소속의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 확인･감독

∙기관 소속의 개인정보취급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권한 부여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 자체 교육

계획 수립･실시 및 결과 보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수행 등

∙부서 소속의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지도･관리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부여 신청서 확인･관리

연대책임
∙기관 소속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파면-해임 

시 경고 조치

∙부서 소속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강등-견책 

시 주의, 파면-해임 시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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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의 지정 및 역할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이하 “시설 감독관”이라 한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시설감독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의심

되는 사례에 대하여 시설책임관(업무보조자인 시설 사례관리팀장 포함) 및 개인

정보취급자가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사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시설 내 개인정보 보호위반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징계기준 보다 경미한 징계에 대한 재 징계 권고, 징계 결과에 대한 

총괄책임관 보고 등 징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등’에 대한 징계관련 업무 및 사전 현장조사 업무 등을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매년 초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수요조사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임시직 및 비공무원(복지도우미, 행정도우미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신규

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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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자체인력,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임시직 및 

비공무원

자체인력,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연 1회 

이상

자체인력 집합교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1)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교육(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을 수행한다. 

  ※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참조

‑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매년 1월 연간 교육계획 보고 시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인정보 취급자

에게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신규 사용자는 반드시 온라인 

동영상교육 이수 후 정보시스템 사용을 하여야 한다.

‑ 지자체가 징계 결정한 개인정보 위반자는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인정보 온라인 

동영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을 정지한다. 권한정지가 되었을 경우 기관장 결재를 득한 공문서(권한 재부여 

요청)를 총괄책임관에게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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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인정보 위반자가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총괄책임관에게 연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1) 지방자치단체

 해당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

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 필요 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

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별책임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처리 인계인수 과정에서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할 

경우, 목적 외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므로 반드시 업무자료 메뉴얼 및 

교육센터 등을 통해 인계인수한다.

2) 시설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등’의 관리･감독 수행 과정 등에서 스스로 인지한 개인

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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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관은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취급

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시설감독관 및 개별책임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총괄책임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시설의 내부 징벌규정에 따라 책임 있는 자를 징계 할 것을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해당 시설의 징계 결과 등을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①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이 보고한 시설의 징계 결과가 “지자체-복지

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붙임 8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거나,

 ‑ ② 총괄책임관이 ‘시설등’의 징계결과가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 징계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발생 시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 중징계(해고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되었거나, 1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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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사회보장사업 관련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

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관리 한다.

나. 개인정보 제공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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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외 포함)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조치
사후관리

 ※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

기간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보소관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요청기관의 직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내방한 경우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증,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 모사 전송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문과 담당자의 신분증(복사본)을 확인

하고,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공문에 확인자, 확인일시, 

확인방법 등을 표기한다.

 ∙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필요 시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자료제공 여부검토

‑ 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지자체를 포함

한다.)은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되고, 이용

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 제공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내역 등 정보의 분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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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권한을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경우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만약, 보조기억매체로 전달할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출력물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으로 전달하며,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 특히,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목적 외 용도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책임지고 파기하고 그 결과를 개별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파기할 경우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파기(소각･파쇄･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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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요구 등의 사유로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의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의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주체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가 필요한 경우 개별책임관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 후 시스템 적용범위 및 처리 근거를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처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총괄책임관이 그 사안을 검토한다.

‑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 그 외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는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하고, “위임장”(별지 

제14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별책임관이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

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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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도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 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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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

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로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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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화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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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유출 신고 및 통지,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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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사용자 분야 (시설등)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의 장8]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개별책임관)

시설관리감독
부서장6]

각 운영
본부장3]

소속부서장5]

(분임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7]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

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교육지원：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시군구 소속 부서장：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관

 6)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7)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8)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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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정보공유시스템의 시설책임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최고관리

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으로 한다.

시설책임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공유시스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징계 위원회 개최, 징계 조치 등)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시설책임관의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시설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 실태 확인･
감독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공유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요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시 민원 접수 및 처리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자체 교육

계획 수립･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

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징계 조치 등) 수행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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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적용범위

본 지침은 ‘시설등’의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준수사항

이다. 따라서 그 밖에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시설등’이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작성된 

각 시설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지침을 따른다.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매년 초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연 1회 이상,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징구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시설등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1)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정보시스템(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1) “개인정보 보호 일반 내용”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현장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은 ‘시설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매년 1월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지자체 사례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신규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온라인 동영상교육 이수 후 정보공유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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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 요청한 개인정보 위반자는 징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인정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

공유시스템 권한을 정지한다. 권한정지가 되었을 경우 정지일로부터 1개월 내 개인

정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기관장 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증빙자료를 

총괄책임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동영상은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 개설 예정이며 별도 공지

‑ 다만, 개인정보 위반자가 징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총괄책임관에게 연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인정보 위반자가 연기 사유 없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일로부터 1년간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일반

‑ 시설책임관은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 징계위원회 개최,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 다만 시설 종사자(시설책임관 포함)의 징계권을 ‘시설의 장’인 시설책임관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의 징계조치 등의 

업무를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할 수 있다. 

‑ 시설책임관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시설 사례관리팀장 또는 시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는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

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가 부재중일 경우 의심자로서 소명 받은 결과를 대리 

입력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사기관 고발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범죄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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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조치 수행 및 결과 보고

‑ 시설책임관은 자체적으로 ‘시설등’ 내에서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존중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징계조치결과의 징계감경이 존재하는 경우 징계결과 보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계 감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시설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

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적법하고 정당

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 하여야 한다.

‘시설등’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하 각 호의 

경우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이하 “표준 개인정보 동의서식”이라 칭함)｣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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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보장급여 관계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3항 등)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을 통해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 ‘시설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정보 동의

서식”(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 ‘시설등’은 개별 동의서식을 활용하거나, “표준 개인정보 동의서식”(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총괄책임관과의 협의 없이 수정(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거나 제공 

목적을 확대하는 등)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개인정보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연계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 ‘시설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연계되어 조회 가능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사례관리(공통 사례관리 포함) 업무 목적 내에서 이용(조회)만 

가능할 뿐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수집 목적 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여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한 개인정보

‑ ‘시설등’에서 수집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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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방침｣에서 제공을 허용한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

되며, 이용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 해당 ‘시설등’이 처리권한을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파기

‘시설등’은 자체적으로 정보공유시스템의 공통 데이터 저장소 및 복지기관 사례

관리･복지자원관리시스템 DB의 개인정보 파기를 수행할 수 없다.

만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하에 기술되는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규정을 따른다.

이 지침은 ‘시설등’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그 밖에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파기는 각 시설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지침을 따른다.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시설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규정된 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설의 누구라도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시설

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책임관은 총괄책임관 및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

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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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별책임관에게 접근 권한 승인을 요청하고, 개별책임관은 지자체 

사례관리 팀장의 확인을 받아 접근 권한을 승인한다.

‑ 시설책임관 및 시설 사례관리팀장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

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별책임관 및 지자체 사례관리 팀장

에게 보고하여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의 승인 요청 시 개인

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

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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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

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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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파기는 각 시설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지침을 따른다. 

‑ 다만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

하여 삭제하고,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유출 신고 및 통지,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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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
사회보장
정보원

시설의 장8]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개별책임관)

시설관리감독
부서장6]

각 운영
본부장3]

소속부서장5]

(분임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7]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

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교육지원：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시군구 소속 부서장：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관

 6)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7)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8)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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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은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으로 한다.

실무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접근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운영･기술적 조치 등의 위탁업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부서는 실무책임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총괄책임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반기 1회)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른 

이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정보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책임관의 법령상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실무

책임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 마련 및 적용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계획 수립･시행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반기1회) 및 개선

∙그 밖에 정보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등 총괄책임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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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보원 각 본부의 장으로 하며, 업무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부서를 결정한다.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실무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용역업체 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의 전달,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

기록(로그)을 생성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사업 관련 수행 시 개인정보 로그 생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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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책임관의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운영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
감독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정보시스템의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 로그 

생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마련

∙개인정보 보호의 운영･기술적 장치 마련 및 

적용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기록(로그) 생성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매년 초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수요조사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및 퇴직자(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사안 발생 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정보원

(운영자)

인증기관
집합교육

(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이상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연 1회
이상

※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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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인정보 취급

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신규 사용자는 반드시 

온라인 동영상교육 이수 후 정보시스템사용을 하여야 한다. 

‑ 정보원이 징계 결정한 개인정보 위반자는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인정보 온라인 

동영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을 정지한다. 권한정지가 되었을 경우 기관장 결재를 득한 공문서(권한 재부여 

요청)를 총괄책임관에게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정보 위반자가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총괄책임관에게 연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소관부서(시스템 교육부)는 위반자 대상 교육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결과는 연간 교육계획 보고 시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운영책임관이 총괄

책임관에게 보고한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정보원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

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 필요 시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해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운영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여

서는 안 된다.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338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운영책임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사회보장사업 관련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

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여부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그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개인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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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

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요청기관의 직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내방한 경우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증,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 모사 전송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문과 담당자의 신분증(복사본)을 확인

하고,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공문에 확인자, 확인일시, 

확인방법 등을 표기한다.

 ∙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필요시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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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자료제공 여부검토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지자체를 

포함한다.)은 자료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 제공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경우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만약, 보조기억매체로 전달할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출력물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으로 전달하며,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 특히,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책임지고 파기

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 및 운영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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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 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며, 위･수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 개인정보 접근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 보유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등

‑ 또한, 위탁기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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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파기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5년을 경과한 경우)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파기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외장하드, USB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파기(소각･파쇄･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 DB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연 2회 이상 추출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 파기대상은 보유기간이 종료되기 이전(12개월 이전)에 추출하고,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복지서비스 선정 및 관리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아닌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면서, 다른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유지와 관련하여 필요

하지 않은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 기타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와 관련이 없는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 파기 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자리는 ‘*’로 변환하고, 주민등록번호 

12자리는 가상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테이블에 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도 테이블에 저장 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12개월 이내)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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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운영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주

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DB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는 정보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스템 적용범위, 처리근거를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변동정보와 같이 정보의 분리가 어렵고 파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총괄

책임관이 검토한다.

‑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 그 외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하고, “위임장”(별지 

제14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운영책임관이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즉시 보고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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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도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 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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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

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로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화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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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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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하여야 한다.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348 

ⅥⅥ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의 장8]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개별책임관)

시설관리감독
부서장6]

각 운영
본부장3]

소속부서장5]

(분임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7]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

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교육지원：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시군구 소속 부서장：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관

 6)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7)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8)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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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서는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와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위원과 간사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복지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 위원은 민간전문가, 운영책임관 및 실무책임관, 정보소관 부서의 장, 개별책임관을 

지정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보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이용･제공･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요구사항에 관한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

나.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총괄 관리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 정보시스템의 정보주체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등)및 침해 등 관련 민원을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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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및 운용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및 개인정보 보호 현장점검 실시 등 그 밖의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총괄책임관의 역할>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총괄

책임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수립 

및 시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침해 

등 관련 민원 처리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 

총괄 관리･감독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개선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 실시 및 주기적 관리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

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도입과 운용

∙그 밖의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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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교육자료 컨텐츠를 연 

1회 이상 개선해야 한다.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보건복지부

(관리자)
인증기관

집합교육

(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이상

※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참조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1) 지방자치단체, 정보원(위탁사업자 포함)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징계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5 참조)에 근거하여 징계종류를 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필요 시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해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징계조치 요구 대비 징계수위가 감경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자체 징계위반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지표 등에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권한 없는 자에게 대여하지 않는지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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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

(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2) 시설등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을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등’에 대한 징계관련 업무 및 사전현장 조사 업무 등을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이 발생한 

‘시설등’의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 있는 자를 징계 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시설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인 “붙임 8.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취업규칙 등 내부 징계규정 내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한 시설의 징계 결과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8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 징계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의 징계조치결과에 징계감경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이 제출한 징계 감경사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중징계(해고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되었거나, 1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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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온･오프라인, 연계 등) 및 개인

정보파일의 운용 및 변경에 대하여 총괄 관리･감독한다.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적법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또한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정서식에 의한 신청 및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 수집･이용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

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여부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원 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 제공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온･오프라인 연계 등)를 총괄 

관리･감독 한다.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감사원의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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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

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단계) 자료제공 타당성검토

‑ 정보시스템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은 자료 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

되고, 이용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 제공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 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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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 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책임지고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정보소관부서의 장 및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며, 위･수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 개인정보 접근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 보유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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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파기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파기(온･오프라인,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5년을 경과한 

경우)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 자료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 

장비 또는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외장하드, USB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파기(소각･파쇄･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파기 수행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DB의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관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동 지침의 “운영자 분야(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를 

준수한다.

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총괄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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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는 정보소관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 다만, 변동 내역 등과 같이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파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 그 외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위임장”(별지 

제14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은 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②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④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⑤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5일이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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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처리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

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

정보 도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 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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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여야 하며,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

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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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로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화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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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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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017.7.26>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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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명

원천자료 보유기관1)

매체형태2)

수집일

파기일3) 기관에 인계한 경우 인계한 기관명, 파기일을 작성

파기사유

위의 자료를 수집 및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기관명)                          (인)

  부서장：(기관명)                          (인) 
 

1) 원천자료를 수집한 기관(예：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대량자료 수집)을 말하여 제공한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한다. 

2) 보안 USB, 일반 USB, 외장하드, CD/DVD, 온라인 파일 등

3) 자료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전달용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이르며, 온라인 파일의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하는 것을 파기로 본다.

년      월      일

(부서명)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364 

[별지 제3호 서식] - 행복e음 用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 선택항목：연락처(사무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기록 
       보존 이유：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OO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OOO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OOO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5. 동의 거부 권리：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5. 동의 거부 권리：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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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시설등 복지기관 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일반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대상자 정보(성명)

 사회복지서비스

(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조사, 제공 계획 

수립 및 실행 

사례관리

종결 후 5년선택

 대상자 정보(성별, 나이, 연락처, 보장내역, 자격,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 소득･재산소계 등)

 가구구성 정보(성명, 주소, 직업, 보장내역, 연락처 등)

 자격(보장이력)･수혜이력정보(급여･서비스명, 수급액, 지급

주기 등)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복지서비스(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조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의 결정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집･이용 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사회복지서비스(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조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의 결정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366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법인･
단체･시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정보(성명, 

연령 등)

 가족구성원 정보

(성명, 연령 등)

 사례관리 정보

(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수집･이용 등)를 동의 하신 분께서는 본인(만 14세 미만의 아동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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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개인정보파일명

정보소관(보유)부서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요청 항목

이용･제공 목적(필요성) 사업명, 사업의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 작성

이용･제공 형태(방법)

이용･제공 요청 주기

수령 희망일자

이용･제공요청근거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5항

예상 보유기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산정하여 작성

첨부서류 해당 사업추진 계획(안) 등 첨부할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서류 명 작성

년      월      일

(요청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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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이

용

및

제

공

요

청

접수일 및 접수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와 담당자 작성

정보제공 요청기관

요청사유(사용목적)

요청자료

(세부항목, 건수, 

기간･주기 등)

요청근거(관련법률)

검

토

의

견

제공부서명 복지정보기획과, 정보원 OO부 등

제공부서 의견
소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업과가 작성, 다수 사업을 목

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정보기획과가 작성

제공에 관한 

기술부서명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기술적 검토의견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시스템으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정보원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작성

년      월      일

(제공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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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

❑ 관련근거

  ○ 

❑ 인계자료명

  ○ 개인정보파일명, 인수자료의 항목, 대상건수 등 인수자료의 상세 내용 기재

❑ 자료 제공 형태：외부저장매체(USB, CD 등)

1. 본 자료(매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2. 그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3. 오･남용 및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 관리하며,

4. 사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조치하겠습니다.

                                                20    .      .  

위의 자료를 인계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서약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필요시 그 결과 사실을 

문서로 송부하겠습니다. 

  자료 인계자：(수령기관명)                          (인)

  자료 인수자：(제공기관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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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취급자

(성명)
반출･입 용도

반출･입 일시

(반출･입 구분)
확 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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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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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

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20)

  1.

  2.

제4조(위탁의 기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21)

  1. 위탁기간：20OO.OO.OO ~ 20OO.OO.OO 까지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할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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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을”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OO. OO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20) 각호의 업무 예시：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노력한다.

21)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2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

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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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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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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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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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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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 행복e음 用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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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 시설등 복지기관 用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

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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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이용신청서

기관명 00시 부서명

이용정보

○ 명칭(대상)：복지대상자 정보

○ 범위 및 항목

  범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항목：성명, 주민번호, 보장내용 등

○ 정보보유기관：00시

처리사무

○ 명칭：복지사각지대 발굴

○ 목적：
○ 내용：
○ 관할업무시스템명：00시 00시스템 

이용방식

○ 이용방식：
  행복e음 복지대상자 검색화면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주민번호 및 이름 삭제 후 00시스템에 업로드

안전성확보방안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자료파기 등)

  PC내 개인정보 암호화 실시

  접근권한 관리

참고자료

(별첨)

  00시 00시스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보호 조치 계획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

년      월      일

(요청 기관명)

※ 유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추출하여 관할 업무 시스템에 연계･이용하는 경우에 동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부서명｣ 란에 관할 업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명 기재

  ○ ｢참고자료｣ 란에는 추가 설명자료에 대한 목록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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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지자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제공요청 접수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 사후관리

개인정보 제공
요청접수

제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에 따른
기록관리

[외부기관➝정보제공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정보제공➝외부기관]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소관부서의 장] 소관부서의 장

⇑ ⇓ ⇓ ⇓
문서 접수 정보요청근거 법령 제공파일 암호 설정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정보요청 절차 보안메일 제공정보 관리･감독

제공 가능정보 여부 보안USB 파기여부 확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출력물의 경우
보안조치 후 전달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정보제공 요청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가 첨부된 문서를 접수받아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제공부서 의견과 기술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을 징구하고,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 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며, 출력물 형태로 제공(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 시 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보조기억매체로 전달 할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 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달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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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지자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민원 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서 접수 요구 처리여부 결정1) 요구처리 결과 통보

[정보주체➝사업과]
[개별책임관, 사업부서장]

[사업과➝정보주체]

[정보주체➝지자체] [지자체➝정보주체]

⇑ ⇓ ⇓
요구서 작성 처리근거 법령 검토 10일 이내 결과통보

정보의 유형 확인

열람 요구 연기 또는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 연기 또는 

거절 사유 통보

심사/결정

1) 요구처리여부 타당성 결정 시 주의사항

  ‑ 요구받은 정보의 유형 등을 확인 후 심사/결정

  ‑ 열람･연기, 제한, 거절 사유 확인

  ‑ 정정･삭제：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수집 대상 시 삭제 불가)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증거자료 필요여부 확인(필요시 정보주체가 제출)

  ‑ 처리정지：처리정지 거절 사유 확인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가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관은 

해당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사업과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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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지자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절차

구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참고) 
개인
정보 
수집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

접근
기록
생성 

및 

오･
남용

의심
행위
분석

개인정보 접근

로그생성 및 로그 수집

의심사례 추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분석

전자적 소명 요청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담당자 (재)소명확인

소명응답 수행･ 1차 소명 10일･ 2차 소명 5일

열람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 검토 및 적절성 확인

적정
부적정

추가검토 
필요

소명
종료

재소명 
요청

재소명 
요청

소명처리 결과보고

소명처리 결과보고 검토

징계 등 조치요구 문서 
시행여부 결정

징계 등 공문작성･발송

행정 
조치

공문수령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징계결과 정리･보고

징계

사후
관리

징계 결과 수령

징계 결과 검토
적정 부적정

완료 재조치 권고

시스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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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로그생성 로그수집 로그추출 상시모니터링 소명

사용자

개인정보

사용로그 생성

개인정보

조회기록 수집

오남용

의심사항 추출

오남용 의심상황

모니터링
소명

⇑ ⇑ ⇓ ⇓ ⇓

행복e음

추출조건 직원별

위험도

처리건수

TOP
소명요청

주요테이블 소명등록
조직별

위험도

변동률

TRENDKeyword 소명확인

제외조건 상세로그

조회

시스템별

탐지

(기본절차) 위험등급 및 추출조건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 및 확인 실시

(로그생성)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화면단위로 접속자의 정보 

및 열람내역을 생성

(로그수집) 생성된 로그를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1)으로 수집

1) 정형화된 형식：육하원칙 표준화 포맷을 기준 

  ‑ 열람자 정보：성명, 소속, 처리일시, 사용IP, 화면정보, 버튼처리구분 등

  ‑ 피열람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로그추출) 수집된 로그를 기초로 하여 각종 추출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상황을 분석시스템에서 자동 추출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서 추출된 내역을 근거로 상세로그 조회, 

시스템별 탐지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의심사례 분석

(소명처리)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 요청･등록･확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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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소명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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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징계업무 처리절차(지자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징계의뢰 징계결정 징계사후관리

해당기관에

징계의뢰

징계(인사)위원회

징계결정
징계결과통보

[보건복지부 ➝ 해당기관] [해당기관] [해당기관 ➝ 보건복지부]

⇧ ⇧ ⇩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위반내용

종결처리 또는

재(징계)의결요구

위반내용 징계의뢰 내용(보건복지부)

각 기관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공문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재 징계 시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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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법적 근거

 자치법규(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준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65조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2조

 기관내 감사규정 등

징계 구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분임책임관 및 개별책임관 징계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의 구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

개인정보 구분 해 당 정 보 

민감정보

‑ 금융(신용, 보험, 계좌 등) 관련 정보

‑ 가족관계등록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 성 폭력 및 가정 폭력 관련 정보

‑ 범죄관련 정보, 건강(질병･진료내역 등)관련 정보

 ※ 관련 자격 및 수혜서비스, 상담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고유식별정보
‑ (중요)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소득･재산 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일반개인정보

‑ 민감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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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

정보에 따라 징계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경고 이상 

※ 세부 처벌 기준은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참고

 비위 사항 

   ‑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가중 처벌 적용

    ①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1천 건 이상인 경우

    ② 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가중 처벌 기준

   ‑ 목적외 이용에 따른 해당 징계에서 비위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가중 처벌

비위정도
개인정보 구분

비위사항이 1개 추가 비위사항이 2개 추가 비위사항이 3개 추가

민감정보 강등 해임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감봉 정직 강등

일반개인정보 견책 감봉 정직

 징계의 가중 및 감면 처벌 

비위정도

적극적 
행정 

개인정보구분

목적외 이용한 
경우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1개 추가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2개 추가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3개 추가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민감정보 정직 감봉 강등 정직 해임 강등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강등

일반개인정보 경고 주의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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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업무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처리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업무에 

부여된 개인정보 열람범위를 초과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따라 징계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견책 경고 주의

※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는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인정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 관리 위반에 따른 징계

   ‑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접근권한 관리 위반자 징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자 견책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견책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가 임시직 또는 비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정직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감봉 이하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분임책임관 및 개별책임관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분임책임관 및 개별책임관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의 징계 수준에 따라 분임책임관 및 개별책임관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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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분임책임관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파면 - 해임 경고 경고 

강등 - 견책 주의 -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적극적 행정

   ‑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에 대해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처벌 적용 

 감면 처벌 기준

   ‑ 적극적 행정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처벌이 허용되는 징계에 한해 한 단계 하향 조정

하여 처벌. 단,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감면 처벌 제외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허용 징계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가 징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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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중징계

1. 파면

요구

▪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유출한 경우

2. 해임

요구

▪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경우

▪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3. 강등

요구

▪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으로 인정

되는 경우

▪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4. 정직

요구

▪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 (민감정보)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경징계
5. 감봉

요구

▪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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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6. 견책

요구

▪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기타

처분

7. 경고

요구

▪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8. 주의 ▪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고발 9. 고발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범죄사실로 사료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및 처리기한(1개월 이내 의결), 집행(통보 후 15일), 재심사 청구(15일)하여 2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책임관에게 회신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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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절차(시설등)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상시모니터링 소명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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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징계업무 처리절차(시설등)

위반사항 통보 징계의뢰 징계 결정 징계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설 내 개인정보 

위반사항 통보

해당 시설등에게 징계의뢰 
징계(인사)위원회 등 시설 

내부 징계결정
징계결과 통보

[총괄책임관 ➝ 
해당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사회복지주무부서의장,

시설관리감독부서의장)]

[지방자치단체 

장(시설관리감독부서의장)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책임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1단계–시설책임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 지방자치단체 

장(사회복지주무부서의장,

시설관리감독부서의장)]

[2단계–지방자치단체 장 

(시설관리감독부서의장) 

➝ 총괄책임관]

⇑ ⇑ ⇑ ⇓

위반내용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받은) 

위반내용

위반내용
종결처리 또는 

재(징계)의결 요청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권고*

징계의뢰 내용

(지방자치단체)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회복지 주무부서의장 및 

시설 관리･감독부서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 관리･감독부서의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내부 징벌 규정에 따라 책임 있는 자를 징계 할 것을 시설책임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법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

나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시설 종사자(시설책임관 포함)의 징계 등의 제재권을 “시설의 장”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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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 대표이사)은 위 징계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은 

경우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2개월 내에 그 결과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사회복지 주무부서의장 및 시설 관리･감독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 관리･감독부서의장)은 해당 시설의 징계 결과 등을 시설로

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는 견책 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위반 사안에 대해 총괄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소속기관의 장 의견을 첨부)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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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3조, 제5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4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65조, 제70조 부터 제73조까지

 전자서명법 제21조, 제33조

징계 양형의 결정 요건

 개인정보 중대성에 따른 기준

개인정보 구분 해당 정보

민감정보

1. 건강(장애정보(유형･등급),근로능력 유무, 질병종류) 관한 정보

2. 성(성(性)범죄 피해여부 등) 관련 정보

3. 범죄경력(성폭력･가족폭력 포함) 등 관련 정보

4.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에 관한 정보

 ※ 1~4번 내용이 포함된 상담내역, 자격 및 수혜 이력도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고유

식별정보

1.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중요정보) 

  ‑ 자산(소득재산)으로 소득 및 재산 소계, 차량소유여부, 차량가액 정보등

  ‑ ‘민감정보가 포함된 상담내역’ 외 중요 상담내역(욕구조사,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종결

심사 등 각 사례관리 단계별 중요 상담내역)

  ‑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격 및 수혜 이력’ 외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일반개인정보

1. 민감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2. 이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존재 유무에 따른 기준

   ‑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을 가진 경우(예시：사생활 

침해, 현저한 명예 훼손을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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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량(量)

   ‑ 1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가중처벌

징계의 종류

 본 지침은 중징계는 해고와 정직,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경고*로 정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준용

 개별 시설등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및 수위가 본 규정의 규정과 다를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침이 정한 징계와 동일한 수위의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등의 장(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징계조치결과가 본 지침이 정한 징계에 비해 감경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계 감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시설등의“사례관리 팀장”징계

 개인정보 위반자의 징계 수준에 따라 사례관리 업무의 관리･감독 주체인 시설의 “사례

관리 팀장”을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시설 사례관리팀장)

중징계 (해고 – 정직) 경징계 (견책에 준하는 징계)

상습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의 징계

 최근 3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유로 징계 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 

징계 양형
3년 내 개인정보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경징계 대상 위배행위 시 경징계
경징계

(견책 이상)

중징계

(해고 미만)

중징계(해고 미만) 대상 위배행위 시
중징계

(해고 미만)

중징계

(해고 이상)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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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징계

중징계 경징계

◦접근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 취득 후 제3자 제공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자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무단 생성(위조 등)하거나 정보주체를 속여 개인

정보 취득 후 제3자 제공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자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 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무단 생성(위조 등)

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 제공

○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처리하여 유출

  ‑ 단순 호기심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례관리자의 접근권한(공인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경우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중징계를 받거나 1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행정조치

위반 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도용된 자에게 있다. 

위배 행위에 따른 징계 기준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위배행위에 따른 징계 기준



부록

제2장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부  록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지침  399

위반내용
징계

중징계 경징계

인증서)을 이용하여 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를 무단 처리(조회･열람･
저장 등) 후 유출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종이문서, 저장매체, 휴대용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모두 포함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이용(조회, 열람, 저장)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자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 시스템 접속 및 업무 목적에서 벗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저장 등 무단 처리

○

◦업무 목적 내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 이용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허락 하에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

위반 내용
징계

중징계 경징계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무단 생성(위조 등)하거나 정보주체를 속여 개인

정보 취득 후 제3자 제공

  ‑ 사례관리자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무단으로 생성(위조 등)하여 개인

정보 취득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 사례관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①민감정보,
②중요･고유정보,
③일반개인정보

10건 이상

일반개인정보

10건 미만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

  ‑ 사례관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제3자, 포털사이트, SNS 등 게재 등)

①민감정보,
②중요･고유정보,
③일반개인정보

10건 이상

일반개인정보 

10건 미만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과실로 유출

  ‑ 사례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조회･열람･저장 등)한 후 해당 개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 종이문서, 저장매체, 휴대용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정보를 유출

민감정보 중요･고유정보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처리하여 유출

  ‑ 사례관리자가 업무 목적 외 단순 호기심 또는 제3자 부탁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저장 등 무단 처리한 후 이를 타인에게 

유출

  ‑ 사례관리자가 업무목적 외 단순 호기심 또는 제3자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①민감정보,
②중요･고유정보,
③일반개인정보

10건 이상

일반개인정보 

10건 미만

 개인정보 처리자(사례관리자)의 위배행위에 따른 징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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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징계

중징계 경징계

처리(조회･열람･저장 등)한 후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종이문서, 

저장매체, 휴대용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정보를 

유출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이용(조회･열람･저장 등)

  ‑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조회･열람･저장 등 무단 처리

①민감정보,
②중요･고유정보,
③일반개인정보

10건 이상

일반개인정보 

10건 미만

◦업무 목적 외로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인과 공유

  ‑ 사례관리자가 업무 목적 외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

◦사례관리 업무 수행목적 내에서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인과 

공유

  ‑ 사례관리자가 업무 목적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접근권한(공인

인증서)을 타 사례관리자와 공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교육, 담당자 부재시 사례관리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 사례관리자와 공유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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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법적보호체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제1항, 제3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한다.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지의 의무：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자격 조사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수급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

   ‑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

그램을 공개 유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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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

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사회보장급여법 제3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의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회

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사회보장급여법 제4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 위탁：사회보장급여법 제51조제2항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위임 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사회보장급여법 제52조

   ‑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고발 및 징계 요구：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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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

   ‑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사회보장급여법 제55조

   ‑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제19조

   ‑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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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

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 상기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7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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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22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

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사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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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 또는 허용된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재제공도 동일원칙 적용)

 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

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 또는 허용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의 

대처방법, 피해구제절차,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한 결과 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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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벌칙：전자서명법 제32조

   ‑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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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자체인력,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1)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2)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임시직 및 

비공무원

자체인력,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1) 연 1회 

이상

자체인력 집합교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2)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정보원

(운영자)

인증기관
집합교육

(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이상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관리자)
인증기관

집합교육

(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이상

시설등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1)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정보시스템(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1) “개인정보 보호 일반 내용”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현장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지침 보호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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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리스트

 지방자치단체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신규채용, 전입 및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7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8 ▪사용자PC 보안관리

9 ▪임시직,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10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1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연 1회 

이상

12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및 보고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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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원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8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9 ▪사용자PC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위탁사업자 포함)

10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의심사례와 소명 

완료된 사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매월

12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및 개선
반기

1회

1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연 1회 

이상

14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
반기

1회

15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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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관리･감독

수시

(즉시)
2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3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감독

4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감독

상시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관리･감독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관리･감독

7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 결과 감독 매월

8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승인
반기 

1회

9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관리･감독

연 1회10 ▪연간 교육결과 관리･감독

11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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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등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신규채용, 전입 및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6
▪정보시스템(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7 ▪사용자PC 보안관리

8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수시

(연1회 

이상)

9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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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전산용어 해설

 ∙ C/S：클라이언트(Client)를 서비스 요구자로, 서버(Server)를 서비스 제공자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기술

 ∙ DB암호화：DB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해독이 불가능한 형식의 암호문으로 변환”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는 내부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정보를 근원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

 ∙ FTP(File Transfer Protocol)：인터넷을 통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

 ∙ OWASP TOP 10：국제웹보안 표준기구인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에서 최근 웹해킹 위협 및 보안 동향을 포함하여 배포하는 홈페이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 P2P(Peer to Peer; person-to-person)：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 한국의 소리바다 등

 ∙ SSL(Secure Sockets Layer)：인터넷에서 중요한 정보를 송･수신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표준기술

 ∙ Telnet：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의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때 지원되는 인터넷 표준 

기술

 ∙ VPN(Virtual Private Network)：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마치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전용망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 개인방화벽：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찾아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램

 ∙ 공인인증서(NPKI ;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 ;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

 ∙ 메신저：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위협관리시스템(TMS：Threat Management System)：네트워크에 위치하여 IT인프라를 

위협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정보보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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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일정 용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

 ∙ 전자서명 기술：인터넷 쇼핑이나 사이버 금융거래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유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암호화하는 기술

 ∙ 침입방지시스템(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침입탐지시스템(IDS)의 발전된 형태로 

탐지된 악의적인 동작 들을 차단하는 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기업이나 조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부, 내부

에서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 침입탐지시스템(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여 서버･
컴퓨터를 크랙하려는 시도 등과 같은 악의적인 동작들을 탐지하는 시스템

 ∙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공공기관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등 보안 기능을 쉽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표준 프로그램

 ∙ 내부망：물리적 망분리,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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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한관리 통합 지침

Ⅰ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이하 “행복e음”이라 한다)에 개인별･가구별 소득･재산자료, 가구상황 

등 공적자료 등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증대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시정” 

이라 한다)을 통한 민-관 정보 공유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반면,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사시정 사용자에 대한 권한관리 체계 수립 필요

이에 따라 행복e음 및 사시정 사용자에게 담당 업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

정보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함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복e음 및 사시정의 공공-민간 사례관리업무 및 연계관리 업무를 관리

하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 적용

3.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내지 제55조, ｢전자서명법｣ 제21조 내지 제32조, 전자정부법 

제27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12조,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7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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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사시정)의 사용자 권한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권한관리

1. 권한관리 개요

권한관리 체계

권한관리 체계는 시스템관리자(보건복지부 행복e음 담당부서장) ➝ 기관총괄책임자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장) ➝ 업무처리담당자(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및 비공무원)로 구성

〔권한관리 체계도〕

권한관리 체계 내에서 각 담당자는 상위 관리자에게 권한을 신청하고 부여받으며, 

하위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 변경 처리 수행

‑ 시스템관리자(보건복지부)는 시도, 시군구의 사회복지주무과장을 ‘기관총괄책임자’로 

승인하고 권한을 부여

※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장은 행복e음에 사용자 ID를 등록 후 【붙임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보건복지부)에게 승인 요청

※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 2인의 범위 내에서 업무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보조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업무보조자 업무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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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내에 일반구가 있는 경우 일반구 사회복지주무과 소속 직원 중 1인을 업무보조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시도,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사회복지주무과장) 또는 업무보조자는 일선 업무

처리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함

〔권한관리 기본흐름〕
권한담당자 기관별 담당자 담당자별 수행업무

시스템관리자 ◦보건복지부：복지정보기획과장

◦행복e음 시스템에 대한 실무관리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를 등록하

고 권한 부여

기관총괄책임자
◦시･도：사회복지주무과장

◦시군구：사회복지주무과장

◦시도, 시군구의 복지업무총괄 관리

◦사용자 등록,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업무보조자 지정

업무보조자
◦기관총괄책임자 소속 부서 공무원

 ※일반구의 경우 사회복지주무과 소속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자의 권한관리업무 보조

◦사용자 등록, 업무처리담당자 권한부여 

등 기관총괄책임자 업무보조

업무처리담당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 관련 공무원 

(비공무원 포함)
◦기관총괄책임자로부터 승인받은 권한에 

따라 업무처리

권한관리 절차

사용자 등록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사용자 ID 등록

권한 부여

‑ 기관총괄책임자(시도, 시군구의 사회복지주무과장)가 사용자별 업무범위에 부합

하도록 권한 부여

‑ 시스템관리자는 기관총괄책임자(업무보조자 포함)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권한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기관총괄책임자는 

해당 교육(집합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1인 1개 권한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2개 권한 부여 가능

※ 불가피하게 3개 이상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 사용자별 업무분장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만 수행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의 권한이 부여됨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422 

권한 변경 및 중지

‑ 인사이동, 조직변경, 퇴직 등으로 사용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기관총괄책임자가 권한 변경 또는 중지 처리

‑ 행복e음 권한 부여 이후 1개월간 로그인 이력이 없는 사용자는 권한 일괄 중지 

및 사용자 ID 중지 처리

2. 사용자 등록

개 요

행복e음 사용자는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실명인증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요청함

※ 행복e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처리담당자(시군구, 읍면동 공무원)는 사전에 새올행정정보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사용자 등록대상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이용하여야 하는 모든 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이용(증명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등록하여 사용

※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업무담당자에 대한 권한관리는 ‘6. 비공무원 권한관리방안’ 참조

새올ID 사용자가 행복e음 신규 등록이 필요한 이유

기존에 자치단체별로 관리되던 행정정보시스템의 로그인 ID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기존 행정정보시스템의 로그인 ID가 행복e음 시스템 ID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주민번호를 ID로 사용하는 사례 등)가 있음

사용자 로그인 ID(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록기준

행복e음 사용자 사전등록 시 기입해야하는 로그인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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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그인 ID 등록기준

  ‑ 6자리이상 32자리 이하로, 영문 또는 숫자로 구성

  ‑ 보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연속된 숫자, 한 가지 문자 등 사용금지

  ‑ 한글 ID 및 시스템 예약어로 시작되는 ID(-SYSTEM-, -SWSDN-, -ADMIN-, 

-Administrator- 등으로 시작되거나 포함된 단어) 사용 불가

② 비밀번호 등록기준

  ‑ 9자리이상 32자리 이하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구성

  ‑ 보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연속된 숫자, 한 가지 문자 등 사용금지

  ‑ 보안을 위해 ID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의 비밀번호는 행복e음에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 후 초기화 처리

③ 공인인증서 등록 기준

  ‑ 사용자는 ID를 등록 후 기관총괄책임자에 의해 승인 처리되면, 개인정보 수정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는 GPKI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 NPKI 등록 가능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행복e음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및 사용자계정(ID) 등 사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소홀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권한 

오남용이 발생한 경우 등은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행복e음 로그인 방식 

행복e음 시스템의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공인인증서 갱신 시는 사용자 ID･PW를 이용한 로그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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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시스템에 로그인 시 사용되는 사용자계정(ID)에 대한 로그인 정보는 1개만 

유지할 수 있음(동시접속 불가능)

시군구 사용자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사용자는 별도의 

행복e음 로그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ID･PW로 로그인 한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사용가능

※ 새올행정시스템에 IP･PW로 로그인 한 후 행복e음을 사용하자고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으로 이동

유의사항

행복e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ID는 사용자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ID 변경은 

불가함

행복e음 시스템의 접속과 조회내용은 자동으로 기록 관리됨

‑ 업무이외 행복e음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 또는 ID, 비밀번호를 유출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등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지침” 참조

<사회보장급여법상 관련 벌칙 규정>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54조(벌칙)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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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 부여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 절차

〔사용자 승인〕

〔권한절차 부여도〕

① 사용자 등록 승인요청(업무처리담당자)

 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는 사용자 등록 시스템에서 실명인증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 등록 요청

② 사용자 승인(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보조자)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또는 업무보조자)는 각 기관별 사용자 등록 요청

자에 대해 입력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후 적합자에 한해 승인

③ 권한부여(업무처리담당자 ➝ 기관총괄책임자(또는 업무보조자) ➝ 업무처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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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담당자가【붙임 2】권한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기관총괄책임자에게 신청하고,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는【붙임 3】의 

권한 분류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 범위에 부합되도록 권한 

부여

 ‑ 업무처리담당자의 실제 업무에 맞는 업무분장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분장에 맞는 

권한범위가 설정됨

 업무처리담당자는 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권한신청 화면을 이용하여,【붙임 2】

권한부여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기관총괄책임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서약서는 행복e음 권한신청 화면에서 보안서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권한범위 설정

행복e음 사용자의 권한별로 권한범위(사용가능한 행복e음 메뉴의 범위)는【붙임 3】과 

같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음

권한범위 설정의 일반원칙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부여

‑ 시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할 업무(예：이의신청건 처리)가 아닌 한 

개인정보 조회 및 열람 불가(원스크린 조회 가능)

‑ 시군구 각 사업과 담당자는 급여지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소관사업 대상자 정보 열람 가능

‑ 읍면동 담당자는 소관 신청･접수, 추가 서비스 안내, 상담,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소관 읍면동 대상자에 한해 정보 열람 가능

‑ 행복e음 사용자로 등록한 경우는 별도의 권한 부여 없이도 기본권한의 범위내에서 

증명서 발급 등 가능

※ 권역형의 경우 권역내 소관 읍면동 정보 열람 가능 

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권한범위

‑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요청)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및 입소자 관리가 필요한 

시설담당자 등 통합조사･결정업무 담당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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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소득･재산 정보 입력･변경)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및 입소자 관리가 필요한 

시설담당자 등 통합조사･결정업무 담당자만 가능

※ 신청서의 소득･재산정보 입력은 읍면동 담당자가 수행

‑ (소득･재산정보 열람) 시군구, 읍면동 사용자는 기 조회 또는 입력된 소득･재산

정보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나 변경은 불가

※ ‘통합조사 및 결정화면 열람권한’ 권한 부여시 열람가능

〔소득･재산 정보 권한범위 예시〕

업무영역 업무분장

권한범위

공적자료
조회요청

추가 
입력･변경

항목별 
세부내역조회

소득인정액 등  
기본정보 조회*

조사･선정 및 

변동사후 관리
시군구 주민생활담당 ○ ○ ○ ○

급여지급관리

시군구(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등) 담당
○ ○

시설급여담당 ○
의료급여 시군구 주민생활담당 ○ ○ ○** ○
긴급복지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 ○
서비스연계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 ○

 *대상자의 기본정보 조회：복지대상자 원스크린으로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총액 등 확인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세부내역 조회

권한부여 시 유의사항

권한부여는 반드시 기관총괄책임자 또는 기관총괄책임자로부터 업무보조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실시해야 함

권한부여 시【붙임 3】(권한분류표)에 없어 “추가 권한분류”가 필요할 경우 보건

복지부(복지정보기획과)에 문의하여 추가권한부여 항목 생성을 요구할 수 있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부여받은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되며, 

기관총괄책임자는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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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괄책임자는 매월 주기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의 권한부여 현황을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권한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권한관리 기능사용을 위한 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4. 권한 변경 및 중지

개 요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처리담당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기 부여된 권한정보는 

종료처리하고 변경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로 권한을 부여해야 함

업무처리담당자의 권한을 종료처리 하기 전 대상자가 처리 진행 중인 업무가 존재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종료 후 권한을 종료 처리해야 함

유형별 처리절차

※ 권한관리시스템 사용가이드는 별도 매뉴얼 제공(복지광장에 등록)

① 인사이동에 따른 권한변경

 관내 인사이동에 따른 권한변경

 ‑ 업무처리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부서정보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이 되는 

경우 기관총괄책임자는 기존 권한정보를 종료하고 신규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

해야 함

 ※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권한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

 기관 간 인사이동에 따른 권한변경 

 ‑ 인사이동 전(前) 소속기관 기관총괄책임자는 업무처리담당자의 기존 업무처리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부여된 모든 권한에 대하여 종료 처리

 ‑ 인사이동 후(後) 소속기관 기관총괄책임자는 인사 이동된 업무처리담당자에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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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인사이동 시 로그인 ID 변경여부〕
대상 시스템 기관 간 인사변동 시 (타 자치단체로 이동 시)

행복e음 시스템 사용자 등록 불필요 로그인 ID 변경 불필요

새올행정 시스템 사용자 등록 필요 로그인 ID 신규 부여 필요

② 조직변경에 따른 권한변경

 기관총괄책임자는 조직변동에 따른 권한변경 작업을 수행

ⅰ) 부서가 신규 생성되거나 폐지된 경우

  ‑ 부서가 신규 생성된 경우：기관총괄책임자는 신규 부서의 업무처리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기관총괄책임자는 폐지 대상 부서 업무처리담당자의 

권한이 모두 종료 된 것을 확인 후 종료처리

  ※ 부서의 신규 생성기준은 부서코드의 신규 부여 여부임

ⅱ) 부서가 통･폐합된 경우(N ➝ 1)

  ‑ 여러 개의 부서가 한 개의 부서로 통･폐합된 경우,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통･폐합 전(前) 부서 업무처리담당자의 권한을 종료 후, 통･폐합 후(後) 

부서 업무처리담당자에게 권한을 신규 부여 함

ⅲ) 부서가 분할된 경우(1 ➝ N)

  ‑ 하나의 부서가 여러 개의 부서로 분할된 경우,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분할 전(前) 부서의 업무처리담당자에게 부여한 권한 정보를 종료 후 분할 후

(後) 신규 생성된 부서 업무처리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함

③ 퇴직･업무종료에 따른 권한중지

 기관총괄책임자는 퇴직,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해당 사용자가 더 이상 행복e음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경우, 권한관리시스템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중지처리를 수행해야 함

 사용자 권한 중지처리 전 대상 사용자의 처리진행중인 업무완료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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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업무종료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행복e음을 이용하는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권한 지침 3. 사용자등록 > 유의사항 참조

④ 미사용에 대한 권한 중지

 기관총괄책임자는 행복e음 권한 부여 이후 1개월간 로그인 이력이 없는 미사용

자에 대하여 권한 중지처리를 실시해야 함

※ 1개월 미사용자에 대한 권한 중지 및 사용자ID 중지 처리는 시스템관리자가일괄 처리할 수 있음

 1개월간 미사용으로 권한 및 사용자ID가 중지된 경우 기관총괄책임자에게 요청

하여 재사용 조치 가능

5.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개요

행복e음 사용에 있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이 아닌 사용자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관련근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17.10.25)

‑ 행정기관의 전자적 민원처리 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업무담당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음(제3조, 제12조)

제12조(접근권한 부여 원칙)

  ① 정보시스템 접근, 행정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되며, 권한관리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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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147호, ’09.06.09)

‑ 외부 사용자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 행정기관장의 책임 하에 정보시스템의 계정을 

부여받을 수 있음(제27조)

제27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관리하여야 한다.

  ①-4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책임하에 유효기간을 설정

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 외부 사용자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 행정기관장의 책임 하에 정보시스템의 계정을 

부여받을 수 있음(제27조)

제27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시 각 기관의 장 책임하에 필요업무에 한해 특정

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한 후 허용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유형

행복e음에 비공무원 업무 유형 신규 정의 절차

‑ 신규 비공무원 업무 유형이 추가되는 경우 시스템관리자(보건복지부 복지정보

기획과)가 권한 유형을 신설한 후 지자체에 안내

‑ 기관총괄책임자는 해당 안내를 참고하여 권한 부여

예시

① 단순행정보조자：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읍면동에서 공무원의 관리책임 하에 

해당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병역법에 의거하여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군구,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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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사례관리사：시군구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보완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민･관 협력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 전문 인력

※ 통합사례관리사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긴급지원, 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된 콜 상담･안내,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함

④ 의료급여 관리사：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계약직 인력

⑤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문 전문 인력

⑥ 방문건강관리전문요원：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원칙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용자계정 부여는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기관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1인 1권한 원칙)

‑ 반드시 필요한 자와 해당 업무에만 사용자계정 허용

행복e음 비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메뉴)복지대상자원스크린조회는 

가능하지만, 민감 정보(소득재산, 상담내역 등)는 조회 불가

‑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 관리사,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방문건강관리전문

요원은 고용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통합사례관리사：초기상담, 맞춤정보안내, 긴급복지 요청등록, 욕구조사표 등록

관리 등 상담, 사례관리 업무 등

 ∙ 의료급여 관리사：수급권자지원, 본인부담완화, 의료급여증관리, 의료급여비용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등 업무

 ∙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업무 등

 ∙ 방문건강관리전문요원：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업무 등

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권한범위

‑ (1단계) (소득･재산정보 열람) 비공무원 사용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의 기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조회할 

수 없으며,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요청 및 기존 소득･재산 정보 입력･변경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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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 소득･재산 정보 권한범위 예시〕

업무영역 업무분장

권한범위

공적자료
조회요청

추가 
입력･변경

항목별 
세부내역조회

소득인정액 등  
기본정보 조회*

읍면동업무
읍면동비공무원담당(주요업무보조) ○
읍면동비공무원담당(단순업무보조) ○

사례관리

시군구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
시군구비공무원통합사례관리담당
(이관콜담당)

○
시군구비공무원드림스타트담당 ○
맞춤형복지팀(비공무원)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시군구비공무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

○
의료급여 시군구비공무원의료급여담당 ○
장애인

시군구비공무원장애등급개편품질 
관리사

○
*대상자의 기본정보 조회：복지대상자 원스크린으로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총액 등 확인, 통합조사표 열람은 불가

‑ (2단계) 무기계약직 비공무원 등 복지업무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조직내 인사

규정, 업무범위, 공인인증서 활용 등을 고려하여 권한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 부여 요건 및 시기는 별도 통보 예정

퇴직 시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회수 등 보안관리 철저

사용자 등록 절차

① 행복e음 사용자 등록 신청(복지업무담당 비공무원)

 시･도, 시･군･구의 복지업무담당 비공무원은 사용자 등록 시스템에서 실명인증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등록을 신청

② 행복e음 사용자 등록(기관총괄책임자)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는 각 기관별 사용자 등록 신청자에 대해 입력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후에 등록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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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 관리

 공무원이 아닌 사용자에 대한 정보변경 및 사용자 퇴사(중지) 처리에 대한 관리는 

기관총괄책임자가 수행하며, 업무권한의 부여는 공무원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점검

유의사항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용자 등록 후 권한 부여 시【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3조, 제12조(국무총리 훈령 ’08.10.29)】를 준수하여 적절한 

보안조치 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권한을 부여해야 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147호, ’09.6.9) 제27조 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서 외부사용자의 계정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 기관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시스템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를 취한 후 계정부여를 해야 함

※ 권한 지침 3. 사용자등록 > 유의사항 참조

ⅢⅢ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공-민간 사례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개요

민･관 정보공유 목적으로 민간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행복e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사용함에 따른 관리기준 마련

관련근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14.12.31)

‑ 전자적 민원처리 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업무담당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음(제3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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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접근권한 부여 원칙)

  ① 정보시스템 접근, 행정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되며, 권한관리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민간 기관의 행복e음 정보 사용자 유형

민･관 정보공유와 협업을 목적으로 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 

유형 신규 정의

‑ 신규 업무 유형이 추가되는 경우 시스템관리자(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가 

사용자 유형을 신설한 후 지자체에 안내

‑ 기관총괄책임자는 해당 안내를 참고하여 시군구 사례관리팀장의 요청을 받아 민간 

기관 사용자에게 정보이용 권한 부여

예시

① [사례관리팀장]：민간 기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② [사례관리자]：민간 기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원칙

사용자 등록

‑ 민간 기관 사용자에 대해서는 행복e음 시스템 로그인ID를 부여하지 않고,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정보이용 권한 승인

‑ 반드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권한이 필요한 자에 한정하여 정보이용 권한 승인

권한부여 검토자

‑ 민간 기관 사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권한 부여는 사례관리팀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사례관리팀장이 확인한 사용자에게만 부여

권한부여 책임자

‑ 사례관리팀장의 확인 절차를 거친 민간 기관 사용자에게 기관총괄책임자는 사용

권한 승인 절차에 따라 정보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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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부여 제한

‑ 민간 기관의 행복e음 정보이용 권한은 기관 당 3명으로 제한 

‑ 민관 기관이 추가적으로 정보이용 권한을 요청할 경우 사례관리팀장은 민관 기관의 

요청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복지정보기획과)로 승인 요청

민간 기관 사용자 정보 이용 권한 부여절차

사용자 권한 정의

구분 권한 설명 비고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

(권한부여 책임자)
복지업무 총괄 관리자로 민간 사례관리자 권한 부여

행복e음 

기권한

사례관리팀장

(권한부여 검토자)

관할 시군구의 사례관리팀장으로

 ‑ 권한부여자의 권한승인 전 사례관리자 여부 확인

 ‑ 복지관 공문을 통해 해당 시설의 사례관리자 확인

행복e음 

기권한

시설

최고관리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해당 시설의 최고관리자로

 ‑ 해당 시설의 사례관리자 등록 및 권한부여 승인 요청

사시정 

기권한

사례관리팀장
시설의 사례관리 업무 책임자로 사례관리업무 승인 처리

사례관리자 등록 및 권한부여 승인 요청
신규생성

사례관리자 시설의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로 사례관리･자원관리 업무 수행 신규생성

시설 사례관리자 권한 승인체계

구분 설명 채널

시설
알림

시설은 사례관리자 명단을 공문을 통해 해당 시군구에 알림

 ‑ [붙임 2-1] 권한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공문

신청 시설의 최고관리자가 사례관리자 등록 및 권한 승인을 신청 사시정

시군구
확인 시군구 사례관리팀장이 공문을 기준으로 시설 사례관리자 여부 확인 행복e음

승인 시군구 권한관리책임자가 시설 사례관리자 권한 승인 행복e음

※ 위 설명의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팀장과 사례관리자를 포함하는 용어임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 절차

① 사례관리자 권한 신청(민간 사례관리 업무담당자)



부록

제3장

권
한
관
리
통
합
지
침

부  록

제3장 권한관리 통합 지침  437

 ‑ (시스템) 민간 기관 최고관리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사례관리자 등록 

후 권한 승인 신청

 ‑ (공문) 민간 기관 최고관리자는 [붙임 2-1] 권한신청(반납)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사례관리부서 및 기관총괄책임자 소속부서(사회복지주무부서)에 

공문 발송

② 사용자 확인(시군구 사례관리팀장)

 ‑ 시군구의 사례관리팀장은 각 기관별 권한 요청자에 대해 입력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후 적합자에 한해 행복e음에서 확인 처리

③ 권한 승인(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

 ‑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또는 업무보조자)는 사용자관리 화면에서 권한 요청

자의 시스템 사용을 승인하고 권한 부여

사용자 권한 승인 프로세스

권한 중지

① 퇴직･업무종료에 따른 권한중지

 민간 기관 최고관리자는 퇴직,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해당 사용자가 더 이상 정보

이용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경우, 즉시 사용자등록관리 화면에서 ‘미사용’ 처리

하고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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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권한 반납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사례관리부서 및 기관총괄책임자 소속

부서(사회복지주무부서)에 공문 발송

 ‑ 민간 기관 최고관리자는 사용자 권한 중지처리 요청 전 대상 사용자의 처리진행

중인 업무완료여부를 확인

 공문을 받은 시군구 사례관리팀장은 행복e음의 [시설사용자권한관리] 화면에서 

권한상태를 확인하고, ‘승인’ 상태인 경우 즉시 중지 처리 수행

 기관총괄책임자는 권한관리시스템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에 대한 권한상태를 

최종 확인하여 ‘승인’ 상태인 경우 즉시 중지 처리

 퇴직･업무종료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② 미사용에 대한 권한 중지

 기관총괄책임자는 권한 부여 이후 2개월간 로그인 이력이 없는 미사용자에 대하여 

권한 중지처리를 실시해야 함

※ 2개월 미사용자에 대한 권한 중지 처리는 시스템관리자가 일괄 처리할 수 있음

2개월간 미사용으로 권한 중지된 경우 기관총괄책임자에게 요청하여 재사용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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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기관별 / 기능별 권한 분류

1. 관리자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공통 공무원 시스템관리자 시스템  관리 관리자

2 공통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자
인사이동, 권한부여, 
부서정보 관리

　

3 공통 공무원 기관총괄책임업무보조자
인사이동, 권한부여, 
부서정보 관리

　
4

공통 공무원

소득재산정보담당 소득재산

관리자

5 연계관리담당자 연계

6 운영센터기준관리담당 기준정보 관리

7 자료파기관리담당 자료파기

8 포탈운영자 공지

9
시군구사례관리협업지원 

시스템관리자
사례관리 기준담당

10
한국장학재단업무처리지원

운영자
장학재단 업무처리 지원

2. 중앙부처(보건복지부)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복지부 공무원 복지부담당 통계업무

복지통합

 (사후관리)
 (결혼중개업)
 (의료급여)
 (긴급복지)
 (장애인복지)
 (기타복지서비스)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공통지원

 (통합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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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부처(범정부)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범정부

(중앙)
공무원 여성가족부담당 범부처업무처리지원

범부처업무처리지원

 (결혼중개업, 청소년증)

2
범정부

(중앙)
공무원 국토교통부담당 범부처업무처리지원

범부처업무처리지원

 (주거급여, 임대주택)

3
범정부

(중앙)
공무원 교육부담당 범부처업무처리지원

범부처업무처리지원

 (교육급여, 유아학비)

4 공통 공무원
보훈처생활수준조사

담당
범부처업무처리지원

범부처업무처리지원

 (보훈처)

5 공통 공무원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자격확인담당
범부처업무처리지원

범부처업무처리지원

 (장학재단자격확인)

6 공통 공무원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자격이의심사담당
범부처업무처리지원

범부처업무처리지원

 (장학재단자격이의심사)

7 공통 비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격확인담당
범부처업무처리지원

범부처업무처리지원

 (LH, SH, 지방공사)

3. 시･도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시도 공무원
일반시설 시도담당
(기본)

시설인허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업무

시도임대주택담당업무　

복지통합
 (사후관리)
 (결혼중개업)
 (시설및법인)
 (긴급복지)
 (바우처)
 (아동청소년)
 (의료급여)
 (기타복지서비스)
 (국토부업무지원)
 (장애인복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연계)

2 시도 공무원 특수시설 시도담당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3 시도 비공무원
시도비공무원
의료급여담당

의료급여 업무
복지행정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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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일반시설법인담당
시설, 법인 인허가 및 

종사자관리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2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입소시설법인담당 시설 입소자관리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3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특수시설법인(여성)
담당

특수 시설･법인

(여성)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4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특수시설법인(한부모)
담당

특수 시설･법인

(한부모)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조사선정관리)

5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사례관리담당

사례관리업무지원,
서비스연계, 안내상담, 
민원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행정

 (민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6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통합사례관리담당

(이관콜담당)

사례관리업무지원, 
서비스연계, 안내상담, 
이관콜담당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행정

 (민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4. 시･군･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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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7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긴급지원･자원･연계

담당
서비스연계, 긴급복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복지행정

 (긴급복지)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8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주민생활담당

기초생활, 초중고, 
자활, 고용, 지자체 

사업, 바우처(산모 외), 
의료급여, 변동, 사후, 
급여지급관리, 
확인조사

복지행정(결혼중개업)
 (기초생활보장)
 (바우처)
 (의료급여)
 (기타생활지원서비스)
 (자활지원)
 (시설및법인)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9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여성가족담당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보육, 아이돌봄, 
청소년특별지원, 
아동(급식)

복지행정

 (보육)
 (아동청소년)
 (시설및법인)
 (기타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민원)
복지통합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10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노인담당 노령, 장사

복지행정

 (노인)
 (기초노령연금)
 (시설및법인)
 (장사)
 (민원)
복지통합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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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1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장애인담당
일반장애인, 
차상위장애인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민원)
복지통합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

12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보건소담당

보건지원, 
바우처(산모), 
보건소업무

복지행정

 (바우처)
 (기초생활보장)
 (보건지원)
 (민원)
복지통합

 (조사선정관리)

13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주거담당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복지행정

 (국토부업무지원)
 (기타생활지원서비스)

14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드림스타트담당 드림스타트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복지행정

 (민원)

15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

시군구고용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

타 시군구 주민

 (원스크린조회)
 (읍면동공무원담당)
※공무원은 읍면동 

공무원 담당 권한 

부여

16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에너지바우처담당 에너지바우처

복지행정

 (바우처)
복지통합

 (사후관리)

17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사례관리팀장 사례관리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행정

 (민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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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8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자원관리책임자(드림) 드림스타트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서비스연계)
복지행정

 (민원)

19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자원관리책임자(희망) 사례관리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서비스연계)
복지행정

 (민원)

20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공무원(아동행복지원)
아동행복지원 

대상자관리

복지행정

 (아동행복지원)

21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주민생활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결혼중개업)
 (기초생활보장)
 (시설및법인)
 (자활지원)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자체지원

 (지자체급여지급관리)

22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의료급여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의료급여)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23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복지업무 지원

복지행정

 (긴급복지)
복지통합

 (신청관리)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서비스연계)

24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통합사례관리

담당(이관콜담당)
복지업무 지원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안내상담)
복지통합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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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25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26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시설･법인담당 시설 및 법인
복지행정

 (시설및법인)

27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노인담당 노인, 장사

복지행정

 (노인)
 (장사)

28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드림스타트

담당
드림스타트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29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자활직업

상담담당

자활지원, 
내일키움통장

복지행정

(자활)

30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고용복지⁺센터

담당

시군구고용복지⁺센터

복지업무 지원

타 시군구 주민

 (원스크린조회)
 (읍면동비공무원담당)
※비공무원은 읍면동 

비공무원담당(주요

업무 보조) 권한

부여

31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자원관리

책임자(드림)
드림스타트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32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자원관리

책임자(희망)
사례관리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33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보건소(일반) 보건소업무(일반)

복지통합

 (신청관리)
복지행정

 (바우처)

34 시군구 비공무원
시군구비공무원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보건소업무

(방문건강관리)

복지통합

 (신청관리)
복지행정

 (바우처)
원스크린조회

 (방문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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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읍면동 공무원 읍면동공무원담당 복지업무

복지행정

 (국토부업무지원)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바우처)
 (보건지원)
 (보육)
 (아동청소년)
 (기타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디딤씨앗통장사업)
 (노인) 
 (장사)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민원)
복지통합

 (신청관리)
 (급여지급관리)
 (사후관리)
 (조사선정관리-열람)
지자체지원

 (지자체급여지급관리)

2 읍면동 공무원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업무 지원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3 읍면동 공무원 읍면동공무원(아동행복지원)
아동행복지원 

대상자관리

복지행정

 (아동행복지원)

4 읍면동 공무원 책임읍면동 복지업무

복지행정 

 (바우처)
 (긴급복지)
 (민원)
복지통합

 (급여대상자관리)

5. 읍･면･동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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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사후관리)
 (신청관리)
 (조사선정관리)
※보장결정 기능 제한

급여지급은 불가능

5 읍면동 비공무원
읍면동비공무원담당

(주요업무 보조)
복지업무지원

복지통합(신청관리)

지자체급여지급관리

읍면동신청업무담당

※비공무원은 접수기능,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기능, 상담내역조회 

기능만 제한

6 읍면동 비공무원
읍면동비공무원담당

(단순업무 보조)
복지업무지원

복지통합(신청관리)

지자체급여지급관리

읍면동신청업무담당

*단순 증명서 발급, 
청소년증발급, 의료 

급여증발급 업무 지원

7 읍면동 비공무원 맞춤형복지팀(비공무원) 사례관리 업무 지원
상담사례관리

 (사례관리업무지원)

6. 민간기관 권한

연번
행정
구분

사원
구분

권한명 업무영역
비고

(관련업무)

1
민간

복지

기관

비공무원 사례관리팀장
사례관리 업무 

총괄

사례관리

 (사례관리 원스크린조회)
 (공동사례관리)

 (서비스의뢰)

 (업무이관)

2

민간

복지

기관

비공무원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관리 원스크린조회)

 (공동사례관리)
 (서비스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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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식

【붙임 1】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 신청서

① 소속 기관명 부서명

② 신청자정보

성명 전화번호

사용ID e-mail

③ 등록요청

   권한정보

 □ 기관총괄책임자(보건복지부)

 □ 기관총괄책임자(시도)

 □ 기관총괄책임자(시군구)

     

위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인)

※전자문서 처리를 통할 경우 신청기관장 직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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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근권한(
□ 신청

)서□ 반납

결

재

담당 과장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 사용자 정보

성  명  

연락처 담당업무  

신청ID  신청IP

 2. 신청사항 정보

소속구분 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사용권한 예) 시군구긴급복지담당, 시군구바우처담당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 유(근거 중심으로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허가를 신청(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반납인)
(인)

소속

부서의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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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업무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법률위반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벌칙)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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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례관리자 권한(
□ 신청

)서□ 반납

결

재

담당 시설장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성  명 시설코드

연락처 아이디

소  속

 2. 신청사항 정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업무

신청권한  □ 사례관리팀장  □ 사례관리자

 3. 사 유(근거 중심으로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례관리 권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처리절차

신청(반납)서 작성 ➝ 제출 ➝ 심사(확인) ➝ 승인/중지 등록

신청자 시설장
관할 시군구

사례관리팀장

관할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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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례관리 업무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 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입니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입니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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