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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서비스

대상자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감사자료’의 

유효기간 

명시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

(신설)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소득 조사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부과한 건강보험료로 산정)

 소득 조사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무보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부과한 건강보험료로 산정) 

유급 휴직의 

경우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 

필요

서식

19호

(시군구청장 아래에 박스 추가)

∙원본 보관：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소재 시군구

∙사본 보관：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 시군수

사유서 작성 

및 보관의 

명확화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제공 방식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

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아동의 부적응 등)

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

(사유서 서식 19호 첨부)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 가정방문형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일 2인 이하로 한정

(제공인력 1인 기준)

** 생활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일 2인 이하만 

가정방문형 단가 적용 (제공인력 

1인 기준)

 제공 방식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

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아동의 부적응 등)

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

(사유서 서식 19호 첨부)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 가정방문형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감안하여

제한규정 

완화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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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제공기관은 서비스단가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매년 1월말까지 입력

※ 제공기관은 서비스단가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매년 1월말까지 입력

(서비스제공관리≫서비스가격관리

≫장애아동가족 서비스가격)

화면경로

명확화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민

행복

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 생략 …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

노인단기가사

… 생략 …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생략…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 생략 …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

… 생략 …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생략…
하나은행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추가

카드사 BC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생략…

카드사 BC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생략…
하나은행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 결제 및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서비스

결제

① 결제 원칙

 • 결제방법

- 기존원칙：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작 30분 경과 후 ~ 제공 완료 

30분 이내 결제

① 결제 원칙

 • 결제방법

- 기존원칙：제공기관은 서비스 시작 

이후 ~ 제공 완료 30분 이내 결제

• 결제방법

- 기본원칙：…생략…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서비스 완료 후 결제해야 함)

• 결제방법

- 기본원칙：…생략…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 금액 환수)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ID 8자리 및 서비스단가

(정부지원금)을 입력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ID 8자리 및 서비스단가

(정부지원금)을 입력

제공인력 

결제ID 

확인경로 

명시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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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 ※ 제공인력 결제ID 확인：전자바우처
시스템≫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현황조회

※ … 생략 … ※ … 생략 …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제공인력 결제ID 도입에 따른 필수

업무 처리절차 안내

- 이하 표 생략 -

 < 삭제 >

중복

삭제

‣(소급결제) …생략…  < 삭제 >

서비스

대상자

자격

- 연령이 만 18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처리

- 연령이 만 18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만 20세 도래 

전 학교 졸업시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 연장

시행규칙에 

맞게 

보완

Ⅴ. 서비스

실시

제공

기관

선택

① 제공기관 선택

•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인접 시･군･구까지 지정받은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 가능

① 제공기관 선택

 •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내 제공기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의 

경우 [서식19호] 사유서를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후

이용 가능

Ⅵ. 제공기관

제공

기관

지정

절차

(4)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대상 인원을 고려

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

(4)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대상 인원, 수요

자의 접근성 및 대기자 수 등을 고려

하여 적정 제공기관을 지정

지자체의 

제공기관 수 

판단기준 

구체화 필요

신규

지정

- 제공기관 지정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 생략 …
* 제공기관 정보등록 및 전송 매뉴얼：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 제공기관 지정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 생략 …
 < 삭제 >

전자
바우처 
사업관리

- 전용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3,190원 ~ 7,700원을 부담

- 전용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은

통신사별 기종에 따라 상이함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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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공기관

개요

4. 스마트폰 결제 활용

… 생략 …
∙ 통신료

- 기본 제공데이터 초과 사용 발생 

시 최대 월 3천원까지 제공기관이 

부담

4. 스마트폰 결제 활용

… 생략 …
∙ 통신료

- 기본 제공데이터 초과 사용 발생 

시 최대 월 3천원까지 제공기관이 

부담할 수 있음

전자바우처

시스템 화면

경로 현행화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절차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

폰만 사용 가능

 - 화면위치：카드/단말기관리≫
단말기 관리≫스마트폰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

폰만 사용 가능

- 화면위치：제공기관관리≫단말기 

관리≫단말기 통합관리

… 생략 … … 생략 …

스마트

폰 결제 

프로그램

활용

3. 스마트폰 결제 프로그램 활용 3. 스마트폰 결제 프로그램 활용

… 생략 … … 생략 …
- 비밀번호 분실 또는 연속 5회 이상 

실패하여 사용 불가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 초기화

- 비밀번호 분실 또는 연속 5회 이상 

실패하여 사용 불가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 초기화

* 전자바우처시스템：카드/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스마트폰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
단말기관리≫단말기 통합관리

제공

기관 

운영

5. 제공기관의 역할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장애아동 및 

부모와의 초기 상담 등

5. 제공기관의 역할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장애아동 및 

부모와의 초기 상담 등

*장애(예견)등록 여부, 장애정도 확인

(계약서 및 계획서에 기재),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만 6세 도래 

달 이후에 장애 미등록시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중단 안내 포함

장애미등록

(예견) 아동의 

경우, 만6세 

도래 시 자격이 

상실됨을 부모

에게 사전안내 

필요

Ⅷ. 예산집행

및 정산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청구 및 결제 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시･군･구청장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전용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비용을 청구

￭  청구 및 결제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시･군･구청장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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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산집행

및 정산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당해년도 1월1일 ~ 12월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

기간의 과‧오청구 청구 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

기간(1월1일~12월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
청구 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 (개요)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 여부 

‘Y’표시 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

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이 

가능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 (개요)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 여부 

‘Y’표시 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

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이 

가능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복e음

→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대상자에 한함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복e음

→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대상자에 한함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
≫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

미체크자관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
≫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

미체크자관리

Ⅸ. 행정사항
자체

점검

 점검내용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점검내용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장애미등록 만 6세 도래 달 이후

서비스 제공 여부

철저한

이용자

관리 위해 

점검사항 

추가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생략…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생략…
[ ] 하나은행

기타

(서식 등)

〔서식 6호〕
서비스 대상자(갑)

〔서식 6호〕
서비스 대상자(갑) 

* 장애 미등록 만 6세 미만 아동은 

6세 도래 달 이후 자격 중지될 수 

있음.

서식 8호〕
대상구분 - 장애아동

장애아동 정보

등록(예견) 유형:

장애정도：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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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목적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기간：2021. 1. 1.~ 2021. 12. 31.

 * 서비스 신청 기간 : ʼ21. 1월부터

3  서비스 대상자

 연령：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

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검사자료는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4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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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5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

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서비스단가는 27,500원/1회, 월 8회(주 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
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공고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8  제공기관

 시･군･구는 지역별 사업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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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계획 수립, 홍보,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사업 총괄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관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사회서비스 보육 본부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관리

∙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 ∙ 시･군･구 사업 관리･감독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 서비스 신청 접수

∙ 제공기관 지정･관리

∙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 서비스 신청 접수

∙ 건강보험료 등 소득재산 확인

∙ 변동 관리

제공기관 담당자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바우처 결제용 단말기 반드시 구비

카드사 담당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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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무 흐름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신청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읍･면･동

(시･군･구)에 신청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  사

∙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 건강보험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 기존대상자 매년 반기별 재조사 실시

   * 예) 1월, 7월 

결정･통지

∙ 시･군･구(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전자바우처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서비스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송부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서비스 대상자
관리

∙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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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실시)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Ⅴ.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 상담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

 -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예외적 카드결제 또는 

현금납부)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모니터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비스 결제
∙ 서비스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회

(10일 단위 지급) 서비스 비용을 지급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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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 기준

1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선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

자에 대하여 대기자 명단[서식제26호]을 통해 관리하는 등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초과시 

해당 지자체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

* 대기자 명단은 4월 말, 7월 말, 11월 말에 보건복지부로 보고

 연령기준：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한다.(재학증명서 첨부)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예) 장애아동 생일이 2003.5.15.인 경우는 2021.5.15.에 만18세가 도래됨으로 2021.5.31.까지 

지원하고 2021.6.1.부터 상실됨(재학생 20세도 동일하게 적용)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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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007 2,590 3,170 3,742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기준 중위소득 180% 3,290 5,559 7,171 8,777 10,363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붙임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

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검사자료는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 읍･면･동 담당자는 장애유형별로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사업지침상의 ʻ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ʼ 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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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신규 대상자만 적용)

 대기자 중 서비스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자체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① 등록장애인,  

② 대기신청순으로 대상자 선정

 *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대기자 중 서비스 이용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의 경우 우선하여 선정 가능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단절이 없도록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적용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주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 관련 서비스는 해지

-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

  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예: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로 언어재활 이용시, 발달재활서비스 

미술재활 이용 가능)

(이 경우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영수증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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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절차

1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 신청서

상담 및 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가구원 수

∙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ʻ행복e음ʼ을 통해 ʻ전자바우처시스템(사회보장

정보원)ʼ으로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송

통 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2  신청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연중)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1-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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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4호]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자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을 통해 파악)

복지 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기타 법령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상위 계층 초과>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 증명자료 제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신청 기간：연중 신청 가능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27일 18:00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을 완료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월에 미 전송된 대상자를 매월 10일까지 전송할 

경우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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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조사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예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父(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父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소득 조사

 가구원 조사：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별도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 (차상위 초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무보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부과한 건강보험료로 산정)

 주 부양자 조사：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 (해당자만) 

 • 행복e음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  

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를 징구하여 수정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구원수에만 포함함을 유의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조사시기 : 매년 반기별)

 * 예시)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

 • 매년 전년도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조사를 통해 등급 및 대상 여부 재판정

  *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가능

 관련 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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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65% 120%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65% 120% 180% 65% 120% 180% 65% 120% 180%

1인 - 2,193 3,290 - 75,224 113,568 - 30,663 107,552 - 75,461 114,709

2인 2,007 3,709 5,559 69,016 128,342 191,093 23,243 117,560 200,980 69,718 129,761 194,212

3인 2,590 4,781 7,171 89,069 165,968 246,992 58,319 168,444 271,376 89,626 168,195 252,295

4인 3,170 5,852 8,777 109,494 203,558 308,297 99,230 216,474 341,915 110,271 206,575 321,769

5인 3,742 6,909 10,363 129,761 237,681 380,152 119,161 259,446 420,252 131,102 242,008 414,255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붙임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1.52%)를 제외한 금액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각각의 부과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예시  가구원 수 산정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별도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합산

  ∙ 산모가 미혼모인 경우：동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

 예시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맞벌이 등)：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형제자매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4  대상자 및 등급 결정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사항과 공적

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시･군･구는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따라‘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으로 구분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26 •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매월 27일(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

 매월 27일 18시까지 오류 없이 전송된 자료에 한하여 익월에 바우처 생성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월에 미 전송된 대상자를 매월 10일까지 전송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신규 대상자 전송 시에만 적용이 가능(당월 등급변경은 불가)하며 “행복e음”내 ‘바우처 

송수신 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 후 전송

 매월 10일까지만 ‘당월신청’이 가능하며, 당월신청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당월바우처 생성 신청 

가능(대상자관리>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5  통지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서식 2호]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서식 5호]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

 결정 즉시 통지(개별 통지 원칙)

6  등급변경 

 변경 유형

 소득 수준의 변화로 인해 본인부담금 변경(서비스 유형 ‘가’형･‘나’형･‘다’형･‘라’형･
‘마’형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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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절차

 신청：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서식 1호]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결정･전송：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e음에 변경내용을 입력･전송

 * 매월 27일 18:00시까지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익월 1일부터 

변경 내용 적용되며, 당월 적용 불가

 통지：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전산처리 완료 후 결과 통지[서식 2호]

3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방법

 본인 등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

* 소득기준, 장애유형 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함에도 탈락되는 경우 등 

2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이를 시･군･구로 즉시 송부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함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결과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매월 27일 18시까지의 전송분에 한하여 익월부터 변경된 등급 적용되며, 당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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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제공 방식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아동의 부적응 

등)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사유서 서식 19호 첨부)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 가정방문형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 (사유서 서식 19호 첨부)

 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애아동의 경우

* 도서벽지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45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고시지역을 준용

 이동불편 또는 보호자가 없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지자체(시･군･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예시) 맞벌이가정-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이동불편 관련 의사 소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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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  개요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 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3  두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두 기관을 이용하는 각각의 서비스 총 금액의 비중을 적용하여 자부담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 확인)

가형(차상위) 대상자가 A기관에서 10만원, B기관 12만원을 이용한 경우 
- 서비스 총 금액의 비중은 A 기관이 45%, B 기관이 55% 
- A 기관 본인부담금은 9,000원(=20,000원 × 45%)

B 기관 본인부담금은 11,000원(=20,000원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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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단가

1  기준 단가 (월 지원 횟수)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매년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지원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 주체별로 다음의 서비스단가정보를 공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www.socialservice.or.kr) : 모든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시･도(홈페이지)：해당 지역(시･도)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시･군･구(홈페이지)：해당 지역(시･군･구)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제공기관：서비스단가

※ 제공기관은 서비스단가를 매년 12월말까지 지정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보고)

※ 제공기관은 서비스단가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매년 1월말까지 입력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단가(예시)】

시･도 시･군･
구

제공

기관

기관내 서비스

(1회당 서비스단가/원)

가정방문 서비스

(1회당 서비스단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재활

심리

감각

재활

운동

재활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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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원칙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반드시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별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문서로 해당 시･군･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단, 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집단서비스 단가

 1: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발달재활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시설의 경우 시설장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다만, 집단서비스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전보고

【집단서비스 단가】

대상인원 회당 서비스 단가

2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70% x 2인 =  140%

3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50% x 3인 =  150%

4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40% x 4인 =  160%

5명 이상   시･군･구에서 정하되, 회당 총 결제액이 200% 이내

 기관별 서비스단가는 사업시작 1월전(매년 12월)에만 변경 가능하며 기준 단가 외 

준비물 등의 사유로 추가 금액 징수 불가(제공기관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

3  원거리 교통지원금

 도서･벽지지역 거주 장애 아동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보험료 경감고시(도서･벽지지역 경감)에 의거 경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거주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

 * 원거리 교통지원금의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도 1회로 인정)

** 보험료 경감고시 지역(도서･벽지 지역)으로서 이웃 주민이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용자) 확정하여 수시 전송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시･군･구로부터 수시 전송되어진 해당자에 대해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서 자격심사(전출, 해지 등) 후 해당 제공기관에 일괄 지급 

 * 전송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1일~말일 결제를 기준으로 익월 

10일 지급(소급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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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국민행복카드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카드 발급기관：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 3사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발급 대상：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
기준

(만19세 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 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 
개설 불가 등)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
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결제
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 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ʻ사회서비스 전용카드ʼ 또는 ʻ금융형
카드(신용･체크)ʼ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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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 바우처 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기 발급된 ʻ희망e든ʼ 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ʻ희망e든ʼ 카드 계속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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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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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청서 입력 ∙ ʻ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ʻ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

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만14세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 1-1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 1-2호) 징구

 (만14-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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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을 반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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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 (월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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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단축번호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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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카드 수령 후 반드시 대상자 및 보호자가 보관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41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카드 재발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분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 카드 보관에 유의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대상자 명의로 회원가입 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 조회 가능

2 바우처 생성

1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비 고

정기생성 매월 말일 ∙ 본인부담금 납부(제공기관 직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가 생성

 바우처 생성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확인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2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본 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위반시 부당결제 간주)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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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결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일반원칙)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시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환급

 다만,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의 무단결석 기준) 사회 통념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 

별도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 제공기관 영업시까지 제공

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단, 이용자의 무단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불가

3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초과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생성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이 제한됨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행복e음”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중지사유별 바우처 사용중지 기간>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본인포기 대상자의 본인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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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연령 도래 등)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

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판정결과 변경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

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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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결제

1  결제 원칙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법

 기본원칙：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작 30분 경과 후~ 제공 완료 30분 이내 결제

   (회당 결제 원칙)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서비스 완료 후 결제해야 함)

 다만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이용자 카드 미소지),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 인정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ID 8자리 및 서비스 

단가(정부지원금)를 입력

 ※ 제공인력 결제ID 확인：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현황조회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 시설(가정방문) 서비스 후 결제 시 반드시 해당 제공기관의 단말기 사용

【바우처 결제 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선택

⇒ 대상자 카드 접촉 ⇒ 제공인력별

결제 ID 8자리 입력
⇒ 서비스 단가

입력

결제단말기
결제단말기 +

바우처 카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결제단말기

회당 서비스단가가 27,500원일 경우 

1. 가형(차상위)은 본인부담금 2,500원을 차감한 25,000원 결제

2. 나형(차상위초과 50% 이하)은 본인부담 5,000원을 차감한 22,500원을 결제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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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소급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소급결제 등은 서비스제공일이 속한 해당 월에 한해 가능

2  서비스 이용 횟수

 서비스 이용 횟수는 주 2회를 원칙으로 함(초과 시 사유서* 첨부)

∙ 이용자･제공기관에서 바우처 소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월말에 과도한 일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상결제 

빈도가 높으므로,

  - 시･군･구는 이용자(장애아동부모)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에 맞게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안내 실시

(부정사용 예방차원)

* 이용자의 무단결석, 한 주에 법정공휴일이 이틀 이상 있는 등 서비스 이용 횟수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서식11호] 내 상태 및 결과 기록에 사유 작성

3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에서 보관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을 환수

하고, 부정사용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사업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즉시 그 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 등록 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인력관리>부정사용관리>점검대상조회 및 등록 (등록시 

현장점검 확인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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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을 통해 부정 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

• 제공기관 지정취소의 경우 해당 시･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해당 기관의 결제

차단을 요청

 •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 (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

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 가능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서비스 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함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 상담전화

(02-6360-6799) 운영(사회보장정보원)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사회보장정보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필요한 경우 제공인력(기관) 및 서비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전화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바우처 사업의 관리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시･군･구 담당자’를 

선택하고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설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우처 사업을 관리

 대상자 카드발급 현황, 바우처 생성･이용내역, 바우처 미사용자, 정산내역, 예탁금현황 

등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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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존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송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행복e음”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해
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바우처생성내역
조회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미생성자
조회

•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
•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인 가능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제공인력)

• 대상자 및 제공인력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

하는 화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예탁금현황조회
• 사업비 예탁 내역과 서비스 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서비스 비용지급
지연 내역 조회

•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 사업비 예탁 후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 예탁 사업비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
는 경우, 공문발송 후 환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환급결과를 조회

오납예탁금
출금신청

• 예탁계좌 오지정 등으로 사업비를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계좌로 오예탁한 
경우,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를 등록

차감지급요청/
차감지급현황조회

• 당해연도 결제내역 중 부정결제로 환수해야 할 결제내역을 조회하여 차감지급 
등록 시 활용

예외지급승인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하고 승인

바우처미사용자
조회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내역조회
•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이후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당월생성
미체크자관리

• 행복e음에서 당월생성이 누락되어 결정 정보가 전송된 대상자의 당월 바우
처 생성을 신청하는 화면

지급보류내역조회
• 각종 비용의 사유별 미지급 세부내역을 조회
 - (비용) 서비스비용, 예외지급, 교통지원금
 - (사유) 예탁금부족, 계좌오류, 출금액이0보다작음(차감지급불가) 등

업무편람 게시판 • 시‧군‧구 담당자용『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 업무편람』확인가능(변경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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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관리)

1  변경 사유

 서비스대상자의 ‘전･출입’에 의한 거주지 변동

 서비스대상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의한 등급재판정에 따른 ‘등급변경’
 서비스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 부정사용 등의 중지사유에 따른 자격 상실

2  변경 내용

 서비스대상자의 서비스등급(‘가’형･‘나’형･‘다’형･‘라’형･‘마’형 간) 변경, 거주지 변경, 

및 자격변경에 따른 서비스 상태 변경 등

3  변경 방법

 전출･입 시 처리

 서비스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민원인이 바우처 신청 이후 대상자 선정 전에 전출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 정보는 별도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로 처리

 • 다만, 민원인이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우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을 받아 처리

 등급변경 시 처리

 본인의 신청[이의 신청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에 의한 

등급변경

 • 신청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대상자선정 이후에도 행복e음 및 방문실태조사 등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해 직권 변경 가능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자격 상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서비스 포기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바우처 부정사용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48 •

 연령이 만 18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처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만 20세 

도래 전 학교 졸업시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 연장

 미등록 영유아(만 6세 미만)는 만 6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 시･군･구 담당자는 

사전에 장애등록 유도하고 미등록인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중지처리

 *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행복e음을 통한 사전 알림기능 구현 및 연령도래시 자동중지 처리토록 시스템 

개선완료

5 서비스 중지

1  중지사유

 서비스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서비스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 상실 사유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시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없이 6개월 이상 연속사용하지 않을 

경우

 * 서비스 이용 전 안내 후 시･군･구청장이 직권 중지 가능

 * 바우처 미사용자 확인 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바우처미사용자조회

2  중지시기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가 원칙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으로 관련 자료를 전송하여 중지 처리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유로 자격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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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지절차

 서비스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전자결재 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지

<변경･중지 절차>

조 사 ⇒ 변경･중지 요청 ⇒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 통지

(읍･면･동) (읍･면･동)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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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절차

① 제공기관 선택(이용자) 및 접수(제공기관)

②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제공기관)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용자･제공기관)

④ 바우처 잔량 확인 후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⑤ 모니터링(제공기관)

⑥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이용자･제공기관)

1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으로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의 경우 [서식19호] 사유서를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후 

이용 가능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1  기본 방향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가족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현재 여건 및 대상자 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6세미만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에 명시된 영역 제공(임의로 

영역을 변경하여 서비스 금지)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될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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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장애아동에게 제공될 발달재활서비스 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제공횟수, 총 비용, 

본인부담금,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서식 8호, 서식 9호]

 총 비용,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1  정의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2  계약 당사자

 제공기관과 장애아동 (부모 또는 대리인(보호자) 등) 

3  계약 주요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일시적인 병･의원 입원 등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3  계약 주요내용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계약서[서식 6호] 작성

 제공기관은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 제공[서식 8호, 서식 9호]

 이용자는 제공기관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서식 7호] 제출

 필요할 경우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시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제공기관 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가능(별도 서식 없음)

* 계약체결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인력의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검정기관), 학력 

등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서식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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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바우처 생성여부 필히 확인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반드시 확인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도 월초에 반드시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조회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서식 11호]에 기록

 바우처 카드 서비스 이용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선결제하는 것은 부당 결제로 간주

 다음 서비스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2  서비스 변경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시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새로 계약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서비스제공계획 작성 및 서비스 실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련 정보를 새로 계약한 서비스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서비스 종류 및 횟수 변경 (동일한 제공기관)

 월 22만원 범위 내에서 횟수 변경 가능[서식 10호]

 복수의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량

(횟수,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들과 새로운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

3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요구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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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서비스 제공 시 일시, 서비스 내용,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 주의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이 해당 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4  제공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민원에 성실히 응하고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내부적인 민원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

5  보강규정 마련

 장애아동 및 보호자, 서비스 제공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생성 당월 내 한하여 

자체적으로 보강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선결제 금지 원칙 적용)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단, 사전협의 없이 무단결석한 경우 제외) 

6  생활시설내의 서비스 이용실태 점검

 시･군･구는 소재한 생활시설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실태 

(단가, 서비스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서식 19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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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

1  목 적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발달재활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2  실시 주체

 서비스 제공 기관

3  대상

 서비스 이용 장애아동, 부모 또는 대리인(보호자)등 신청 자격이 있는 자

4  모니터링 방법

 면접 또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설문

5  모니터링 내용

 공통사항(서비스 또는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경로)

 만족도(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서비스 제공 일정 준수 정도와 효과성)

 기타 사항

6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반기별 1회 모니터링, 연 1회 결과 보고(제공기관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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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종료

1  종료 사유

 계약기간 만료

 계약해지사유 발생

 자격상실：사망, 포기, 장애등록 취소, 연령도래, 부정사용 등

2  종료 시기

 종료 사유 발생 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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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공기관

1 제공기관 지정

1  지정주체：시장 군수 구청장

2  지정 대상 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 인원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제공

기관을 지정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 체계, 근로 조건 등의 요건 필요

 제공기관 지정 기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시설기준, 

인력기준,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따름

 제공기관 운영 기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에 의거 운영 규정, 

회계관리, 장부 등의 비치, 보험 가입 등의 기준을 따름

* 제공기관 지정취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따름

 제공기관 참여 제한(금지) 및 지정취소

 법에 따른 시설기준 미비

 법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비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이용자-제공자 

중계 등)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분점 형태) 운영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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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원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

* 장애아동의 보호, 보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시･군･구에서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으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단,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복지관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 기존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

 • 별도 회계 편성 및 관리

 • 기존 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 참여 불가

4  제공기관 지정 절차
【제공기관 지정 절차】

공고･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통보
∙ 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공고 안내(지정기준, 위탁

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 기존 제공기관이 재지정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공문, 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관계공무원 1인 및 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

- 사업 수행 역량, 사업 

시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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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시･군･구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1부[서식 14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서식 15호]

 서비스내용 요약서[서식 16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17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제2020-335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확인서로 갈음)

 * 법적 구비서류 외에 바우처 단가, 제공기관 시설 현황 및 제공인력 관련 정보 자료 등 현황을 포함

(2) 공모 및 심사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 해당 시･군･구 소속의 관계공무원 1인

 • 장애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인 이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기관은 별도 공모절차 없이 적정 여부(제공기관 

지정요건충족 여부)를 검토･심사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3) 심사 기준

 시･군･구에서는 신청기관의 서비스제공 실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평가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 선정

 * 제공기관 평가점수가 동일할 시 사회적 기업을 우선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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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서비스 제공 

관련 

∙ 서비스 제공 실적 10

∙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 실적

∙ 가정방문형 서비스 제공 실적

∙ 산간･벽지지역 서비스 제공 실적

∙ 서비스 제공 편의성 10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제공기관내의 편의시설 구비 수준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20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재교육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0

∙ 서비스 제공인력 지속성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바우처 대비 임금 수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10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지침 이행 여부

∙ 서비스 단가의 적정성

∙ 서비스 질 관리 10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제공인력 정보제공 

제공기관 

시설 관련
∙ 시설기준 충족 여부 20 ∙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기타 사항 ∙ 지자체별 자체 평가기준 마련 10 ∙ 현장점검 결과 반영 등 자체 평가기준 마련

합     계 100

(4)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

 지정된 제공기관은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단말기 신청 등의 사업 준비 수행

* ʻ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한 제공자 등록 대상사업이 아님 

 지정 유효기간：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1년 이상 3년 이내)

서비스 종류, 서비스 단가 등의 변경 시에는 ʻ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지정신청서ʼ(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포함)를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ʻ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ʼ를 재발급

* 지정기간은 당초 지정서에 명기된 지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함

* 단, 서비스 단가는 매년 사업시작 전월(매년 12월)에만 변경 가능

  ☞ 단가 변경시 시·군·구에 공문 등으로 알리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도 변경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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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12월 이전에 제공기관을 일괄 지정하고 시･군･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분기당 1회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공기관 지정 추진

 시･군･구는 제공기관을 지정 후 제공인력 정보 등 제공기관 지정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공기관은 해당 제공인력 정보 등 지정 현황을 기관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함(연중 열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현황(예시)>

시도 시･군･구 제공
기관

홈페이지
주소

지정
기간

제공인력 정보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최종
학력

전공
*

서비스
유형

**
자격증
명칭

자격
발급
기관

주요
경력

2021.01.01.~

2023.12.31.

00 남
19660
319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중 해당 대표 서비스 유형 1개만 기재

** 해당 서비스 유형 관련 자격증 1개만 기재

5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주체 ☞ 시･군･구청장

 동일 시·군·구내에서 제공기관 정보 변경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변경내용에 대한 공문을 접수받아 “행복e음”의 제공기관 현황관리 

화면에서 제공기관 정보를 변경

 • 제공기관은 시·군·구로 공문 발송시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함께 발송

 예：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급여비용 

수령계좌,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 변경시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시·군·구는 제공기관 지정서 재발급

 제공기관이 타 시·군·구로 소재지 변경시 

 기존 제공기관 소재지 시·군·구에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시·군·구에서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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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 취소 및 반납

(1) 지정 취소 대상

 지정취소권자：시･군･구청장

 제공기관 지정 취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따름

 지정 취소 조치 사항

 시･군･구청장이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해당 기관 및 

해당 기관 이용 아동에 미리 통지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공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행복e음”을 통해 제공

기관 지정취소 정보를 전송

(2) 사업 반납

 지정 제공기관에서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당 시･군･구에 미리 통지

 해당 기관 이용자 전원조치 계획 마련 및 시행

7  행정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지정 기한：매년 연말

 • 매년 1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지정 완료

 • 각 시･군･구에서 지정 완료 및 지정서 발급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지정 즉시 결과 보고

 • 각 시･도에서 시･군･구별 지정결과 현황[서식 20호]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매년 12월말까지 통보(보고 시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서식 21호]도 함께 제출)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결과는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등록

 신규 지정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신규 지정기관은 인력확보 및 정보,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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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제공기관의 시스템 업무

1  신규 지정

 제공기관 지정접수 후 등록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제공기관 지정신청을 참고하여 ‘행복e음’의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의 정보를 입력

 제공기관 지정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서비스 비용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사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지급 계좌번호) 등을 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함께 전송

<제공기관 지정정보 확인 절차>

공모･지정신청

(기관 → 지자체)

지정정보 입력 및 전송

(지자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정보 확인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제공기관)

2  변경 지정

 제공기관의 지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행복e음의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에서 변경정보를 입력하고 전송

 서비스의 종류, 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서비스비용 수령 계좌,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전송

3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우처를 결제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은 통신사별 기종에 따라 상이

 제공기관이 결제한 바우처는 10일단위로 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지급내역 조회 가능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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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지정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기관 정보가 등록되면 바우처 결제가 가능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교육 소집 시 응소

 교육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인력의 입사 및 퇴사 등 관리 철저

 제공인력 입사 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제공인력 퇴사 시에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퇴사처리가 필수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의 서비스(사회보험료 등 포함) 정보를 반드시 매월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및 주요활동지역 정보를 등록(변경 시 변경등록)하여 관리

4  제공인력 정보입력

 제공기관은 매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일자리 현황 및 고용실태, 자격정보 등 제공인력 

현황을 반드시 입력

 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등을 등록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자격증정보：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교육정보：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서비스정보：시간당 단가, 월 서비스, 보험가입 여부 등

 *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 입력

5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등록

 매월 발생되는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반드시 등록

 제공인력별 월급여, 근무시간 입력 

 * 제공인력별로 등록된 월급여의 합은 결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월 급여 등록시 제공인력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대한 

가입유무 입력

 * 제공기관에서 가입한 4대 사회보험 실제 가입내역과 일치하도록 입력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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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12호]를 제공인력으로부터 징구

(제공기관 보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을 위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제공인력 정보를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필요

3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1  개 요

(1) 결제 단말기 신규 보급

 단말기 제작 및 보급 업무를 전담 업체(LGU+)에 위탁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단말기 

신청, 등록, 활용 등 현황을 관리

* 단말기 신청, 보급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단말기 보급

 단말기는 무상으로 공급되며, 제공기관은 월별 통신료만 부담

 단말기 신청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신청

 현재 공급중인 신규단말기는 개통완료 후 배송됨에 따라, 신규단말기 수령후 실제 

결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통신료가 발생함을 유의

(2) 단말기 보유기준 (공통권장 사항)

 (가정방문형 사업) 제공인력 1인당 1대가 원칙이나, 단말기 고장, 제공인력 입･퇴사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 대비 10% 추가보유 가능

 제공기관별 단말기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신규단말기 신청 요망

* 예시) A 기관에 제공인력이 20명일 경우, 사용단말기 20대 및 추가보유 단말기 2대 등 최고 22대까지 

보유가능

 (기관방문형 사업)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단말기 결제가 가능한 수량만큼 보유

* 서비스 유형이 가정방문형과 기관방문형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말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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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

【단말기 신청 및 보급 절차】

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결과 통보

(지자체➞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록, 
카드발급 신청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개통서류제출
(제공기관➞ LGU+)

신청 확인

(LGU+➞제공기관)

단말기 신청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단말기 개통

(LGU+)

단말기 배송

(LGU+➞제공기관)

단말기 등록 확인
(제공기관)

 전용단말기 신청：제공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청 원칙) 법인명의 신청 및 개통 원칙

 * 법인 명의로만 가입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대표자 명의로 개별가입이 가능

 (신청가능 기관) 시･군･구의 신규 지정 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 

정보 등록이 완료된 제공기관

 *단말기 신청 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를 입력 후 제공인력 카드 신청 필요

 (신청가능 대수) 법인명의 신청 시 개통 가능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서비스 비용

수령계좌를 단말기 통신비 지출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필요

 (보급사 및 기종) LGU+, 무선 전용단말기

 * 신규 보급 가능한 단말기만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양도 가능

 (신청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화면에 필요수량을 입력하고, FAX 및 E-mail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송

   ☞ FAX：0303-0944-0656   ☞ E-mail：vmobile@ss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1899-0656(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개통시 필요서류 (필수)：가입신청서, 자동이체 계좌사본(제공기관 지정 시 제출한 

서비스비용 입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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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가입유형별로 확인 후 제출)

법인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영리단체

(법인 소속)

∙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or

등기부등본, 위임공문, 신분증, 통장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비영리단체
∙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위임공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정보활용

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LGU+ → 제공기관

 (개통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관련 서류 접수 후 개통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통이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통 확인이 진행

** 단말기 신청접수는 매일 13시까지만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 기관은 신청내역 반려처리

 (배송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후 제공기관으로 택배로 발송하며, 개통일로부터 

1~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단말기 수령가능

 전용단말기 등록 및 사용：제공기관

* 단말기 미등록 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단말기 등록) 제공기관이 단말기 수령 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단말기별 사용 제공인력과 단말기 정보를 등록 

 (단말기 사용)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단말기 등록 후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가능

 전용단말기 비용청구

 비용청구는 사용(개통일부터 과금) 후 익월부터 청구되며, 단말기 개통서류 제출 시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를 통하여 비용청구

 * 자동이체 계좌는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한 서비스비용 입금계좌를 사용해야하며, 사업 수행 중 변경 

불가 (입금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계좌도 변경)

 약정기간 내 단말기 해지 시 사용기간에 따른 위약금 발생하며, 단말기 일시정지 시 

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이 발생

 * 단말기 일시정지 기간은 최대 3개월(연 2회) 가능하며, 단말기 개통 후 3개월 이내 일시정지가 불가능

** 단말기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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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말기 사용

(1) 전용단말기 등록관리

 구형 단말기의 신규 보급은 불가하며, 중고 단말기를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단말기관리≫단말기 직거래 게시판에서 양도 거래 가능

 전용단말기 등록 및 사용：제공기관

 기존 단말기를 바우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단말기 미등록 시 바우처 결제가 불가

 (단말기 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

• 화면위치：제공기관관리≫단말기관리≫단말기통합관리

• 단말기 1대당 특정 제공기관과 매칭하여 등록원칙(단말기를 통해 비용지급 제공기관 구분)

• 제공인력이 복수의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기관별 단말기를 

제공인력과 매칭하여 각각 등록

 다만, 단일 제공기관 내 복수의 제공인력이 1개 단말기에 등록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 단말기 등록 후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가능

4  단말기 A/S

(1) 전용단말기 (VT-11, UT-55L) A/S

 (A/S 원칙) 개통 후 24개월 이내의 고장은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 천재지변 

또는 무상 A/S 기간 종료 시 유상처리

 (신청방법) 단말기 제조사 콜센터(☏1599-3813)로 A/S접수 후 택배 발송

* 택배 A/S：무상 A/S는 단말기 보급업체 도착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유상 A/S(액정파손, 침수, 

단말기분실, 약정기간 종료 시)는 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처리

 택배발송처：http://www.inavi.com 에서 확인(☏1577-8911)

 택배비：제공기관 과실을 제외하고는 센터부담

 * 유상 A/S 시(무상기간 내 포함)에는 제공기관과 제조사가 택배비를 상호(발송처) 부담

 A/S 문의：(LGU+) 1577-8911, (SKT) 1599-3813

 * A/S 사항은 기종에 따라 A/S 가능 여부 상이함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로 문의 필요

 제공기관은 택배 발송 전 유선으로 상담하여 고장상태에 따른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발생 유무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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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결제 활용

1  개 요

 사용 가능 스마트폰

 통신사：SKT, KT, LGU+

 운영체제：안드로이드(Android) OS

 보유기능：바우처 카드 인식을 위한 칩(*NFC) 탑재 기종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칩：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내장된 칩

** 사용 가능 스마트폰 기종은 매월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통신료

 기본 제공데이터 초과 사용 발생 시 최대 월 3천원까지 제공기관이 부담할 수 있음

 * 초과 데이터 사용량이 없을 경우 제공기관이 부담하지 않음

2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절차

절차 내    용 수행주체

제공인력 안내문
배포 및 서명

제공기관은 스마트폰 사용전 제공인력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서명 후 보관 (안내문은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제공기관

제공인력

스마트폰 기종 및 
통신사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란에 매월 1회 안내되는 ʻ결제 가능

스마트폰 목록 및 통신사ʼ를 확인

제공기관

제공인력

스마트폰 
바우처시스템 등록

스마트폰을 사용할 제공인력 정보와 스마트폰 정보를 매칭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제공기관

스마트폰 
결제프로그램(앱) 

설치

제공기관 담당자가 바우처시스템에서 웹주소 SMS를 발송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직접 ʻPlay 스토어ʼ에서 다운로드

  ＊ Play 스토어에서 ʻ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ʼ 검색

제공기관

제공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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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    용 수행주체

결제프로그램
시작 및 로그인

제공인력 개인별 아이디(전화번호), 비번(개인설정) 입력하여 로그인

후 결제앱 사용가능

 ＊ 아이디는 스마트폰 번호로 자동 설정

 ＊ 비번은 90일마다 변경필요(9자 ~ 15자)

제공인력

서비스 결제 및 
결제정보

송･수신 확인

서비스 제공유형에 따라 결제

 ＊ 결제절차 및 방법은 기존단말기와 동일

결제정보 정상 송신여부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공인력

제공기관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게 스마트폰 사용 전 제공인력 안내문(전자바우처 공지 또는 

자료실 참고)을 반드시 배포하고, 제공인력의 서명 후 보관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게 스마트폰 사용(구매) 강요 및 특정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폰만 사용 가능

 화면위치：제공기관관리≫ 단말기 관리≫ 단말기 통합관리

 전용단말기 또는 동글이 사용 제공인력은 우선 사용 중인 단말기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등록해지 후 스마트폰 등록 가능

 스마트폰 등록 시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주소 SMS로 자동 발송

 SMS 미수령 시 ‘Play 스토어’에 접속하여 결제앱을 직접 설치

 * Play 스토어 검색창에 ʻ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ʼ 입력

3  스마트폰 결제 프로그램 활용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 초기 비밀번호：ssis@등록된 스마트폰 번호 뒤 4자리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9자 이상 15자 이하이어야 함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90일이며, 비밀번호 입력 연속 5회 실패 시 사용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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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분실 또는 연속 5회 이상 실패하여 사용 불가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 초기화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 통합관리

 스마트폰에서 바우처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NFC 기능 활성화 설정 필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설정방법이 상이하므로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보안상 취약한 WiFi 환필요

 화면 UI 및 결제 프로세스는 전용단말기와 동일

* 스마트폰은 제공인력과 1대 1 매칭이므로, 제공인력 식별을 위한 카드접촉, ID 입력 단계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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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기관 운영

1  제공기관 운영 기준

 바우처는 시･군･구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의 경우 [서식19호] 사유서를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후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령한 바우처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지불･
정산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인건비(4대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포함),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복지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

 별도 회계 편성 및 관리

 기존 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기관 내 기존사업과 바우처 사업간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2  서비스 제공수입의 지출 활용 범위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사업비(지급된 급여비용)는 다음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임금 및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 인건비

 -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종사자 4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 시설투자비, 재료비 등

  ∙ 시설투자비：월임차료, 시설개보수비 등

  ∙ 재료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된 제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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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체결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

 계약 체결 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

4  4대 보험 가입 등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

 건강보험：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8~59세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 서비스 제공인력은

  ①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며, 

  ②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주사업장 또는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함

 산재보험：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

 □ 서비스 제공인력은

  ① 60시간 미만이라 하여 미가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가입 대상이 되며, 

  ②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대법원 2004다29736)：계약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판단 필요, 종속적 관계는 ①사용자가 업무내용 규정, ②취업규칙 적용, ③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⑤독립하여 사업 영위 여부(부정징표), ⑥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부담(부정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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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보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⑧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⑨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⑩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성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⑧, ⑨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 동 기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곤란)

 * 근로자 여부는 위 판단기준과 함께 당사자의 명시적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형태를 함께 고려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이용자에 대해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5  제공 기관의 역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바우처 잔량 확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 및 관리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장애아동 및 부모와의 초기 상담 등

* 장애(예견)등록 여부, 장애정도 확인(계약서 및 계획서에 기재),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만 6세 도래 달 

이후에 장애 미등록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중단 안내 포함

 서비스 제공 인력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현황 등 정보 제공

 서비스 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6  행정사항

 제공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

 제공기관은 제공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시･군･구는 제공기관 지정서 재발급

 지정 후 서비스 제공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시･군･구에 신고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제공인력 자격정보 및 서비스 단가 등을 제공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요건, 경력요건, 이수과목, 이수시간, 임상

시간, 서비스 단가 등 제공인력에 대한 자세한 자격정보를 제공기관 내에 비치하여 

열람케 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이용대상자나 부모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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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단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즉시 입력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단말기 사용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시･군･구) 로그인 매뉴얼 등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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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동자료는 제공기관 지정 신청 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에서 자료요청 시 지자체에서는 동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자료작성･제출 

 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인력 수 시설장
발달재활 바우처

전담 여부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계 시설장
행정

인력

제공

인력
성명 자격증

     명      명      명      명

* 행정인력：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시설 규모

총 계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발달재활실 기타

개수
면적

(㎡)
개수

면적

(㎡)
개수

면적

(㎡)
개수

면적

(㎡)
개수

면적

(㎡)
개수

면적

(㎡)

* 기타：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발달재활실 세부내역

개수
6.6 이상~

9.9 미만(㎡)

9.9 이상~

13.2 미만(㎡)

13.2 이상~

16.5 미만(㎡) 
16.5 이상(㎡) 비고

개 개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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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학력 현황 (해당란에 “○” 표시)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기타

 비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서비스 제공인력 분야별 현황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
심리

재활
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
운동

기타

* 1인이 2개 이상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분야 모두 표기

 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증서 현황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
심리

재활
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
운동

기타

홍길동
제1호
/2017
.1.31.

제3호
/2019
.5.31.

* 분야별로 해당 자격증 및 자격 인증서 발급번호와 발급일 기재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건강보험(명) 국민연금

제공 
인력수
(a=b+c)

비가입 
대상
(b)

가입 대상
(c)

가입자 수
(d)

가입률
(d/c*100)

제공 
인력수

비가입 
대상

가입대상 가입자 수 가입률

산재보험

제공 
인력수

비가입 
대상

가입대상 가입자 수 가입률
제공 
인력수

비가입 
대상

가입대상
가입자 
수

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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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바우처 단가 현황

 제공기관 내 이용
(단위：원)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
심리

재활
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
운동

기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가정방문 이용
(단위：원)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
심리

재활
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
운동

기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횟수 
/월 단가

 개인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현황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성별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발달재활

분야

기관내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횟수/월 단가 횟수/월 단가

 서비스 제공인력 취업 취약계층 범주 현황

제공

인력 

수

(명)

소계

(명)

저소득 

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령자

(만  

55세

이상)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

가족

지원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갱생

보호

대상자

수형자

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취약

계층 

취업률

* 상기 자료는 일자리 통계 서식으로 해설을 참조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1인이 2개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1개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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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별도 기준 설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장애인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6개월 이상

(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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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자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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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서비스 제공 인력

1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자격기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국가자격증：언어재활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규정

  - 언어재활사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자

  - 대학원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자

■ 이수 과목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 및 각 영역별 전공과목을 구체화

■ 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 3년 이내에 고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한 전환 교육 과정 이수

■ 전환 교육과정* 개설

  - 별표1의 공통과목을 30시간 이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과정 이수

(☎ 관련문의：043-710-9220)

■ 자격 인정 절차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관련문의：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44-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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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서(해당 기관 서식 활용)와 제공인력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학위증, 이수과목 및 학점(시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

 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부정수급 해당)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 제공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2  모집

 지자체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

 지자체, 제공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역 내 제공기관으로 

신청서 제출 안내

3  제공인력 정보 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에 채용시에 학력, 경력 등에 관하여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확인서 등 입증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지정 신청시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및 발달재활

서비스 내용 요약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39조(벌칙) 참고

 제공인력 관련 정보 현황 자료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수시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신규채용 혹은 변경시에 공문으로 제공인력 정보[서식제17호]와 자격증빙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4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회：참고(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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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산집행 및 정산

1 사업 규모

 보조사업명：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발달재활서비스)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 70%

 보조구분：지자체 경상보조

 예산 및 사업량：’21년 94,968백만원, 장애아동 65,094명 지원

 시･도별 예산 내역 (별도 통보)

※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지원자 확대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신규

지원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확대 가능.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1  서비스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위탁업무 수행 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위탁 목적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비용 지급 등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예탁금 집행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예탁 및 비용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로부터 서비스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서비스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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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이 용 자 ∙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단말기 구비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 시･도 및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및 통보

(변경사항 포함)

∙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보건복지부
∙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사회보장 정보원

∙ 카드 및 결제 단말기 보급

∙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운영,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제공기관별 서비스 

비용 지급, 환수 등

∙ 사업기준정보 관리, 바우처 생성･이용관리, 생성 제한 등

2  비용의 예탁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을 교부

시･군･구청장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예탁

 예산확정 즉시 예탁하되 국비･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비용지급 일정에 따라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필요

 *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기관별 서비스 비용이 지급됨에 유의

 * 예탁금 부족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

 * 예탁금관리》예탁금현황조회》서비스비용지급지연내역조회

<월별 서비스 비용지급 일정>

구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다음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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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은 사업비 예탁 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 정상 

예탁 여부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현황조회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단계 주체 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 확인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사용액, 잔액 및 환급가능금액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 환급계좌 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환급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환급요청금액 및 환급계좌 명시)

수시환급 신청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시환급 신청

(환급요청금액, 환급계좌등록, 계좌실명조회,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시군구별 사업별 지정 환급계좌로 예탁금 환급

수시환급 결과조회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수시환급 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수시환급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수시환급결과조회

 시･군･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회 정기지급 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 예탁금 부족 

예상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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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단계 주체 업무내용

오예탁
사업명, 오예탁

내역 확인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오납예탁금 출금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오입금일자, 입금액, 오예탁사업명, 계좌 명시)

오납
예탁금 출금신청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변경사유, 대상사업, 출금요청금액,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지정 정정예탁 계좌로 예탁금 오납출금 처리

예탁금입출금조회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오납예탁금 출금 결과 확인

※ 업무처리 주체는 오입금 사업비 보유 부서로, 오입금 받은 부서에서 신청 및 공문 발송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오납예탁금출금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입출금조회(실시간)

【업무처리 흐름도】

바우처 업무위탁
예탁금결정액 통보
국고교부내역 통보

예탁현황 보고
서비스비용지급현황
보고

사업비 예탁 
및 내역 통보

서비스 제공 비용 정산 
및 예탁금 부족 안내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정부지원금)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국고보조금교부 국고보조금교부
보건복지부 시 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 군 구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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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  비용 청구

 청구기관：제공기관

 청구 및 결제 원칙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시･군　

구청장으로 서비스비용을 청구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한 “예외지급청구”가 가능

2  비용의 지급

 (정기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비용을 지급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일)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시･군･구별 예탁금 잔액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수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2~3일 이내에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수시 지급 일정 (예시)】

정기지급일 추가 예탁일 추가 지급일

15일 15일 16~18일

25일 26일 27~29일

5일 7일 8~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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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 등록 시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한 계좌에 한해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제공기관이 서비스 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로 계좌변경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해당 계좌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하면 변경 가능

 * 서비스비용 지급계좌는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 및 예탁부족액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군･구는 서비스 비용 정기지급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금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을 확인하고, 예탁 마감일 이전에 사업비 예탁 필요

  * 예탁부족액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예탁금관리》예탁금현황조회》서비스비용지급지연

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3  비용의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을 총괄하여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제공

*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 및 정산 ≫ 월별정산관리 ≫ 월별정산내역조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

*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 및 정산 ≫ 연도별정산관리 ≫ 예탁금정산조회

 이자수입의 처리：연 1회 (결산 시)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을 기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로 적용하며,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

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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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입은 서비스 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이 계약한 

금리 적용하여 일할 계산 산출하며,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4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과･오청구 여부 확인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인력의 과･오청구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서비스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지원금 등 지급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과･오청구 

여부를 점검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처리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1월 1일~ 12월 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 청구 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과･오반납 승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소멸처리도 가능

**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소급결제가 가능

 (과･오반납 비용 차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 과･오청구 건을 반납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6일에 해당 

건을 승인한 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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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반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의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5  부당이득 차감지급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이득 징수 절차

 (차감지급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부당이득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차감지급을 요청

 * 전년도 부당이득 징수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집행은 불가하며, 직접 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을 요청

 (차감지급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

단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완료 시군구 ∘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운로드 후 공문 발송

(다운로드 파일은 ʻ붙임ʼ 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차감실시 정보원 ∘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여부 확인 후 차감지급 실시



Ⅷ. 예산집행 및 정산

 • 99

 (차감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차감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대집행을 요청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대집행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환수결과 확인

 (직접반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차감 지급이 불가한 경우,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함에 유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차감지급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부당이득 차감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4 예외 지급

1  개요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실시간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 처리

<예외지급 청구대상>

구분 예외지급 사유 제출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승인

∙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

된 경우 또는 서비스종료월에 대상자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청구공문

∙ 증빙서류

- 서비스제공

기록지

-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시･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승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거나, 과부족 생성, 소멸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에만 청구 가능

사회보장

정보원

※ 바우처 미생성 대상자는 해당 월 예외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반드시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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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

1) 시･군･구청장 승인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군구청장인정사유시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날짜가 ’21.4.20. 경우, 서비스제공일자가 ’21.1.21~4.20인 건만 청구 가능

(’21.1.21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건은 청구 불가)

 (신청기간) 매월 1일 ~ 말일 (단, 최초신청시작일은 매년 2월 1일임)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승인기한) 매월 1일~25일까지이며, 승인된 건에 한해 26일 비용을 지급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대상자 주민번호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등급

서비스

제공일시

청구금액

(포인트)
청구사유 증빙서류

○○
복지
센터

111-11
-11111

홍길순
111111-
2222222

발달재활
(008001)

1
2021.01.12 36,000

자격만료대상자의 
카드분실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2021.01.17 36,000
2021.01.19 36,000

[작성방법]
 ∙ 사업유형：발달재활서비스코드6자리(008001)를 정확하게 입력
 ∙ 등   급：서비스 제공 당시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서비스 제공일시 및 청구금액：실시간 회당 결제 원칙으로 서비스 제공 회차별 서비스 일자 및 청구금액을 작성
 ∙ 청구사유：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분 단계 내  용 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인정’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말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말일

정보원 비용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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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승인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제공기관은 정보원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하는 ‘예외지급청구 안내’에 따라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신청

  정보원은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분 단계 내  용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제출방법：FAX 발송(☏ 국번없이 1600-4397)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정보원
예외지급 

승인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정보원 비용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전자바우처시스템 결제유효기간 연장 및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

• 결제유효기간 연장(제공기관→시․군․구)

- (개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카드 재발급 등으로 바우처 결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요청 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 승인 가능

※바우처결제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는 소급결제만 가능, 예외지급 청구는 불가

- (화면경로) 

∙ 제공기관：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 바우처생성관리≫ 결제유효기간연장관리

* 요청기한：매월 1일부터 영업일 기준 22일 이전 전전영업일까지(매년 1월은 신청 불가능) 

∙ 시군구：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 바우처생성관리≫ 결제유효기간연장승인

    * 승인기한：매월 1일부터 영업일 기준 22일 이전 최초영업일까지

•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시･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요)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여부 ‘Y’표시 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이 가능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복e음→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대상자에 한함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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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업무처리절차>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청

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검

토

지급보류 

대상선정

한국사회
보장
정보원

∙이용권법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지급보류 

안내

한국사회

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제공기관 
↓↓↓
한국사회
보장
정보원

∙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검토
한국사회
보장
정보원

∙ (절차)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 최종 확인

  ※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 (방법) 제공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청구비용

검토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

검토결과 

통보

한국사회
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방법)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에서 검토 결과

내역 통보

∙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

급
비용지급

한국사회
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방법) 최종 확인 후 검토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

지급일에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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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선정

 지급보류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 20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되는 청구 건

     ※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대상선정 주기：매일

2  소명 제출

 소명방법：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부적정’

으로 확인

 소명자료

 공통 서류：‘사실 확인서’(서식 23호)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3  검토결과 통보

 통보시기 및 방법：최종 확인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 종류

 적  정：부적정 또는 청구철회 이외의 결제 건

 청구철회：제공기관에서 청구철회 처리한 경우

 부적정：부당청구로 확인 된 경우(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결제 등), 서비스 

제공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또는 청구철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확인하고 종결 

처리(청구비용 미지급, 최종 확인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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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지급

 지급시기：정당한 청구로 판정된 건에 대해 익월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구  분 결 제 일 지 급 일

1차 1일 ~ 10일 익월  5일

2차 11일 ~ 20일 익월 15일

3차 21일 ~ 말일 익월 25일
  

  * (예시) 결제일(5일) → 지급보류(6일) → 소명요청 및 자료제출(6∼19일) → (필요시) 추가소명 요청 및 자료제출

(20∼26일) → 최종 확인 → 비용지급(익월 5일)

 기타사항

 최종 확인 결과가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인 경우 이미 소진한 바우처는 미복원

 또한, 해당 청구 건에 연관된 가산단가와 교통지원금 등도 지급불가

5  재검토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재검토 

신청 가능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서식 24호)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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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행정사항

1 홍보

1  개요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대상자 신청 홍보 실시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

 * 특히 제도 내용 및 선정기준･절차를 집중 홍보

2  홍보 방법

 시･도, 시･군･구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다중장소에 현수막･홍보탑 등 설치, 전광판 광고･
버스 광고 활용 

 홍보 리플릿(읍･면･동 비치 및 수요자 가구 배포)

 홍보 포스터(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단지(개별 수요자 가구 발송)

 기타 소책자, 안내문, 기타 홍보 유인물 자체 제작 배포

 케이블 TV, 지역유선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 매스컴 활용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유관기관 협조

 학교 등 서비스 대상자 홍보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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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점검

1  점검 개요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조사와 검사) 

 점검방법：자치단체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

* 광역시･도에서 주관하여 시･군･구간 교차 점검, 시･군･구 자체 점검 등 다양하게 운영

 점검대상：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점검시기：년 1회

 점검내용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등 인력관리의 적정성 확인

 ∙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인력) 간 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확인

 ∙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 결제 단말기 보유 및 사용 현황 확인

 ∙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 기타 바우처시스템 자료 입력 등 사업별 점검이 필요한 사항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실시간 결제 여부

 ∙ 서비스 제공 전 선결제 여부

 ∙ 서비스제공기록지와 이상결제 자료를 비교하여 결제시간 일치 여부

 ∙ 실시간 결제의무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여부 등

 ∙ 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제공인력,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등

 ∙ 부모상담 포함 1회당 50분 서비스 제공원칙 준수 여부

 ∙ 장애미등록 만 6세 도래 달 이후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서 징구

 점검자는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기관장(기관장에 준하는 자)

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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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는 점검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정･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점검대상기관에서 확인서의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에 확인･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점검반장이 확인한 내역을 기재한 후 점검자(2명 이상) 모두 서명

2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과 연계하여 만 6세 이상~만 18세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

등록 및 자격확인 정례조사를 반드시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자격

중지, 장애등록 등 조치 후 시·도 및 보건복지부로 보고

 만6세 도래자 해당월 자격중지 여부

 만6세 이상 장애등록 여부

 만18세 이상~20세가 되는 달까지 학교재학 여부

 만20세 이상 자격중지 여부

 소득별 자격변동 반영 여부

3  점검결과 조치

 (지자체) 점검대상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절차 추진

 (제공기관) 점검 시 지적사항 등 개선

 제공인력 등이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처분 즉시 그 

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시･도는 점검 완료 후 처분결과를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스템 등록 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인력관리>부정사용관리>점검대상조회 및 등록 

(등록시 현장점검 확인서 파일 첨부)

시･도 시･군･구 제공

기관명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처벌

주의 경고

자격정지

(사업참여

제한)

지정

취소

과태료

금액 

부정사용회수

건수
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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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1.1> (1 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
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
동서비스는 30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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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지원

 ㆍ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재활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 56시간   [   ] 100시간   [   ] 132시간) 
   ※ 100시간/132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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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
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직장생활  [  ] 학교생활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취약가구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거주지 이전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

건

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다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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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ㆍ
주민
센터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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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
용보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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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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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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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ㆍ제출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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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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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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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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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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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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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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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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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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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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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은행

[  ] 우체국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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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행복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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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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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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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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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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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1>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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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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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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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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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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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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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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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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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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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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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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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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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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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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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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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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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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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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변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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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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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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점수 점

결정 급여  [  ] 활동지원급여    [  ] 특별지원급여   [  ]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긴급활동지원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 시간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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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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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

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ʻ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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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터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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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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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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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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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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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

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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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

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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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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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ㆍ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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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서 식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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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

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등

- 정지：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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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  ] 대 상 제 외

신 청 내 용 보 장 구 분 급 여 ･ 서 비 스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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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 소득ㆍ재산ㆍ임대차계약ㆍ근로능력 변동

[  ] 가구원의 사망ㆍ출생ㆍ현역입대ㆍ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가구원의 전ㆍ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조제분유 추가지원

[  ] 기타(            )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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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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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ㆍ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사망  [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ㆍ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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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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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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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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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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

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ㆍ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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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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ㆍ가구여건ㆍ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

음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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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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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참여

(7일 이내 방문･전화상담)

보고

시･군･구

자활사업의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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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결정사항

생계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1)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2) (다) 원

의료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주거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교육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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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2) 재산의 소득환산액：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지역별 차이 있음

【참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소득 금액>
(단위：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이전소득 등 부양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미약구간)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부과되는 소득

<재산 가액> 
(단위：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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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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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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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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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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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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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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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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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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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호]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병록번호

연 번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병  명 □ 시  각

□ 청  각

□ 언  어

□ 뇌병변
□ 지  적

□ 자폐성
  발병 연월일

(예견되는 장애 유형에 ‘√’ 표시)    년    월    일

발달재활 서비스 필요 분야*(서비스 필요영역에 ☑표 하세요)

영역 세부영역

□ 신체발달   □ 감각    □ 소근육  □ 대근육
□ 의사소통   □ 구문/의미  □ 음운/청력    □ 화용
□ 심리행동   □ 행동문제 □ 정서/심리   □ 사회성
선택사항   □ 지능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소견 )

첨부 검사자료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함.

※ 검사자료 사본첨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병・의원 주소(전화번호) :

병・의원 명 :

의사면허번호： (          )과 전문의 의사명：
* 발달재활 서비스 필요영역은 1개 이상의 필요영역을 선택(모든 영역을 선택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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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앞쪽)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안내문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 카드 수령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월 15~27일까지 입금하시면 익월 1일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친 경우 익월 1~10일까지 추가 입금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납부 익일

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기존 지원받고 있는 발달재활 관련 서비스를 사전에 해지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공된 

복지지원 비용이 환수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급여：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등

7. 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하는 곳：wwww.socialservice.or.kr(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

(전화상담：0263606799)
 나. 신고대상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보다 초과하여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자간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발급된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청구하는 행위

8. 시･군･구 내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든 정보(서비스 종류, 서비스 단가, 제공인력 학력 등)를 

제공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제공기관 정보 1부.  끝.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서비스내용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

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 서비스 가격 내에서 재활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별･서비스 내용별 이용 횟수가 상이할 수 있음. 뒷장의 제공기관 안내문 참조하여 선택) 

본인부담금
월 0만원을 제공기관에 납부

(본인부담금：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월 6만원, 월 8만원)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
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뒤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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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안내  

기관명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현황

기관명

내용
기관 내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적용일자 제공인력 유형 인원수
단가 횟수 단가 회수

언어 언어

청능 청능

미술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음악재활

행동 행동

놀이심리 놀이심리

재활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심리운동

기타 기타

○  제공인력 등 정보

성명 성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명칭 자격발급기관 취득시기 근무경력 기간 근무기관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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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 서비스 대상자(갑)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등록(예견)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O표)

   장애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등록 장애에 한함, O표)

  * 장애 미등록 만 6세 미만 아동은 6세 도래 달 이후 자격 중지될 수 있음.

○ 대리인(보호자) 

   성  명：                    (인) (“갑”과의 관계：          )

   주  소：
   연락처：                        (Email：                  )    

○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관명：                   (대표자：           인)

   주  소：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    음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을”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서 식

 • 137

② “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배치한다.

③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
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회복지서비스 비용) ①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사회복지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4조(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5조(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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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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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상기 본인은 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수집

   기본정보

   개인이력

   질병관련 이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

2. 수집정보 활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주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20  .   .   .

                          서비스 신청자 (대리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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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본 계획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결정자가 월 이용액 내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서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장애아동 정보

등록(예견) 유형:

장애정도：
월 이용액

(본인부담금)

       원/월

(         원)
발급일

발달재활서비스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사회

복지

서비스

필요

내용

유의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획 및 비용(조정가능)

서비스종류
횟  수

(월 4주 기준)

서비스비용

(서비스 가격 × 횟수)
본인부담금

합  계

※ 상담문의：○○○기관    담당자○○○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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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서비스 일정표(  월)(예시)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성 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작성일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언어재활
(17:0017:50)

6 7 8 9 10 11 12

언어재활
(10:0010:50)

언어재활
(17:0017:50)

미술재활
(10:0010:50)

13 14 15 16 17 18 19

언어재활
(10:0010:50)

언어재활
(17:0017:50)

20 21 22 23 24 25 26

언어재활
(10:0010:50)

언어재활
(17:0017:50)

미술재활
(10:0010:50)

27 28 29 30 31

언어재활
(10:0010:50)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제공자명 전 화 담 당 서비스 종류 주기 제공일

OO센터 0000000 언어재활 매주 화, 금 4,8,11,15,18,22,25,29

미술재활 격주 토 12, 26

 서비스 비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단가(/회) 횟수 총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언어재활 22,000원 8

220,000원 40,000원미술재활 22,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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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변경 계약서

    ○ 갑：                          (인)

    ○ 대리인(보호자)：             (인)

    ○ 을：                          (인)

기존 내역

변경 내역

               

상기 사항을        년      월      일부터 변경하여 적용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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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록지 (   월)
제공기관명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관리자 서명

                  월일 내용         / / / / / / / / /
 1.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제공시간

시작시간 17:00
종료시간 17:50

담당재활사 김△△
청능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미술심리재활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음악재활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행동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놀이심리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재활심리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감각발달재활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운동발달재활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심리운동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기타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재활사

 2. 총제공시간(/분)
바우처  50분
추가구매

 3. 총 이용금액(/원) 2 7 , 500원

 4. 이용자(확인) 박○○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재활서비스 시작시간, 종료시간 및 치료 담당자 성명 표기합니다. 
☞ 상기 서비스 종류 외에 다른 종류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명을 기재합니다.
☞ 이용자(확인)란은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서명란은 제공기관 관리자(기관장 등)가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및 결과 기록 (별지 사용 가능)

승 인 일 자 승 인 번 호 이용자의 상태 및 서비스 결과

☞ 승인일자 및 승인번호 란은 바우처 카드 결제 시 승인일자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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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속 제공기관명

서비스
제공인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및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 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금융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바우처의 지불 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제공인력 퇴사처리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관리･감독 및 본인 확인절차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일모아시스템)에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및 공단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내역 등의 정보제공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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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공고 제     호

20  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 대상 발달재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지정 주체 시장(군수, 구청장)

지정 기간 0000. 00. 00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총 사업비 억원

○ ○○○ 사업：○○○ 억원

○ △△△ 사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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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  .  .   ~ 20  .   .   .(0주)

○ 제출서류 :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0시 00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 147

[서식 14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30일

① 서비스 

종류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재활 [  ] 심리운동 [  ] 재활심리

[  ] 감각재활 [  ] 운동재활 [  ] 기타(             )

 [   ] 기관방문형  [   ] 가정방문형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④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⑤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m2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

⑦ 자격기준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⑧ 인력기준 제공 인력

                              명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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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지정기관 확정

▼
지정서 수령 ◀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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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료사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등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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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호]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기타

2. 가정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시･도명 시･군･구명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 근거

기관 내 

서비스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기타

가정방문 

서비스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기타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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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호]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1. 기관 정보

기관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군･구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2. 제공 인력 정보

 성명

(사진)

 성별

 연락처

 최종학력

 전공

3. 자격 현황

일련번호 제공영역 자격번호
자격발급

기관

자격취득 요건

취득 시기교육  
과정

임상
시간

4. 주요 경력

기간 근무기관 직위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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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호]
(앞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기관 대 표 자 :                생년월일：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기관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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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안내”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제안서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사업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 기간 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뜻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서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우처 결제를 위하여 지정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가 제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공기관은 배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공표와 함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법령의 개폐, 정책 변경, 예산액 변경, 기타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기관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인력의 쾌적한 

근무 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으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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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호]

사 유 서

필요사유

기관방문형(   ), 가정방문형(   )

사유 :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인접 시･군･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 제공기관장의 진술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자료명을 기재하고 자료 첨부

20   년    월    일

대상 장애아동명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 시군구청장

· 원본 보관：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소재 시군구

· 사본 보관：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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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호]

생활시설 내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 실태 점검표 (예시)

□ 시설 일반현황

시설명

시설의 종류   □장애인  □아동  □기타(         ) 

시설 소재지

시설 설치자

(설치단체)

사업담당자명 연락처

전체생활자 수              명  18세미만 입소 장애아동 수：       명 

□ 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

제공기관명

기관 소재지

기관선정사유

선정일  연월일 이용서비스 미술재활, 언어재활

이용 제공인력 수              명  바우처 이용 아동 수：       명 

제공인력 당

담당 아동 수 
 미술재활서비스(1) ○명,  음악재활서비스(2) ○명,  언어재활서비스(1) ○명

서비스제공방식  개별서비스 ○명, 집단서비스 ○명 (4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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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관리 실태 조사

내역 관리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서비스 일정표, 서비스 제공 기록지, 개인별 기록철, 

결제 영수증 등 관련 서류 관리 실태 등

제공 환경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장소 및 담당자 전담 관리 등 재활서비스 환경 등

서비스 결제  회당 결제, 제공기록지 회당 서명 여부 등

□ 기타 특기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 

점검일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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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시도 시･군･구 제공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연락번호

기관

팩스번호

실무자

성명

실무자

휴대폰번호

실무자 
Email 
주소

기관

주소

※ 반드시 엑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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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보고
(단위：원, 명)

제공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법인등록번호

서비스구분

(기관

내/방문)

서비스구분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

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

재활

운동발달

재활
심리운동 기타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단

가

제공

인력 

수

※ 반드시 엑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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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예탁 계획
(시･도명：             )

(단위：천원)

시･군･구
명

예산 금액(전체예산) 예탁 계획(금액) 예탁 계획(월/일))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 / / / /

계

000시

000군

000구

※ 예탁 계획(일정)：월별 또는 분기별 예탁 금액을 작성
(필히 엑셀로 작업하여 공문 1월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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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호]

사실 확인서

 □ 확인 내용

  ㅇ 

 □ 첨부자료 목록

  ㅇ 

                                          20  년     월     일

                      제공기관명：
                      사 업 명：
                      기 관 장：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직책)：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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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서 작성 내용 및 요령>

□ 작성 내용

○ 서비스 제공(이용) 및 바우처 결제 사실, 해당 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간접 정황 내용 

등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 증명범위 등을 고려해서 함께 

작성

□ 작성 요령

○ (작성 원칙) 사실 증명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사실확인서 서식 본문에 포함하고,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주의 사항)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주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증명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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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호]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신청일자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검토 결과

이상결제

유형

재검토 신청 건수 지급거절 사유

재검토 신청

 비용 총액

검토결과

통보일자

순번 승인번호 이용자 재검토 신청 금액 재검토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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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6호]

 ※ 공문으로 양식 발송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현황>

시
도
명

시
군
구
명

　 　 　 대기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총
합
계

A
합
계

B
합
계

A B A B A B A B A B A B

시도 
합계

　 　 　 　 　 　 　 　 　 　 　 　 　 　

　

시
군
구
명

0

    
    
    
  - 

    
    
    
  -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명단>

대기자 명단(발달재활서비스) 　 　 　 　

*주민번호 뒤의 6자리는 기재불필요 　 　 　

연번 이름
주민
번호

주소
신청
일자

장애
등록
유무

장애
유형

6세
미만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
명

담당자 
연락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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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결제 안내

1  목적 결제 원칙

바우처 지원금

   → 회당 결제 원칙

   → 미사용 바우처 금액은 월별로 소멸하므로 반드시 당월 내에 결제

본인부담금 

   →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단, 추가 납부금의 경우 추가 서비스 이용 시에 납부)

   →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산하여 환급 

   → 추가 서비스 이용 외 별도 금액 징수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결제 안내>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회당 바우처 

결제

본인 

부담금

회당 본인부담금 

차감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회당 단가 면제 없음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회당 단가의

약 91%
2만원

회당 단가의 

약 9%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회당 단가의 

약 82%
4만원

회당 단가의 

약 18%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회당 단가의 

약 73%
6만원

회당 단가의 

약 27%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월 14만원
회당 단가의 

약 64%
8만원

회당 단가의 

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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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단가별 결제 예시 

차상위 계층 (가형)：바우처 지원액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월 2만원

회당 
서비스 
단가 

결제횟수

(월)

회당 바우처

결제액

회당 본인부담금 

차감분
내 역 (월)

20,000원 11회

18,200원

※ 11회기 결제 시 

18,000원 결제 

1,800원

※ 11회기 결제 시 

2,000원 결제 

∙ 바우처결제：(18,200원×10회)+(18,000원×

1회)=200,000원

∙ 본인부담금: (1,800원×10회)+(2,000원×1회)

=20,000원

22,000원 10회 20,000원 2,000원
∙ 바우처결제：20,000원×10회=200,000원

∙ 본인부담금：2,000원×10회=20,000원

25,000원

8회 22,750원 2,250원
∙ 바우처결제：22,750원×8회=182,000원

∙ 본인부담금：2,250원×8회=18,000원

9회

22,750원

※ 9회기 결제 시 

18,000원 결제 

2,250원

※ 9회기 결제 시 

2,000원 차감,  

본인부담금 5,000원 

추가 납부  

∙ 바우처결제：(22,750원×8회)+(18,000원×1회)

=200,000원

∙ 본인부담금：(2,250원×8회)+(2,000원×1회)

=20,000원 + (추가납부 5,000원)

27,500원 8회 25,000원 2,500원
∙ 바우처결제：25,000원×8회=200,000원

∙ 본인부담금：2,500원×8회=20,000원

30,000원

7회 27,300원 2,700원
∙ 바우처결제：27,300원×7회=191,100원

∙ 본인부담금：2,700원×7회=18,900원

8회

27,300원

※ 8회기 결제 시 

8,900원 결제 

2,700원

※ 8회기 결제 시 

1,100원 차감,  

본인부담금

20,000원 추가

∙ 바우처결제：(27,300원×7회)+(8,900원×1회)

=200,000원

∙ 본인부담금：(2,700원×7회)+(1,100원×1회)

=20,000원 + (추가납부 20,000원)

35,000원

6회 31,850원 3,150원
∙ 바우처결제：31,850원×6회= 191,100원

∙ 본인부담금：3,150원×6회=18,900원

7회

31,850원

※ 7회기 결제 시 

8,900원 결제 

3,150원

※ 7회기 결제 시 

1,100원 차감,  

본인부담금

25,000원 추가

∙ 바우처결제：(31,850원×6회)+(8,900원×1회)

=200,000원

∙ 본인부담금：(3,150원×6회)+(1,100원×1회)

=20,000원 + (추가납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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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소득 65% 이하 (나형)：바우처 지원액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월 4만원

회당 

서비스 단가 

결제횟수

(월)

회당 바우처 

결제액

회당 본인부담금 

차감분
내 역 (월)

20,000원 11회

16,400원

※ 11회기 결제 시 

16,000원 결제 

3,600원

※ 11회기 결제 시  

 4,000원 결제 

∙ 바우처결제：(16,400원×10회)+(16,000원

×1회)=180,000원

∙ 본인부담금：(3,600원×10회)+(4,000원×

1회)=40,000원

22,000원 10회 18,000원 4,000원
∙ 바우처결제：18,000원×10회=180,000원

∙ 본인부담금：4,000원×10회=40,000원

25,000원

8회 20,500원 4,500원
∙ 바우처결제：20,500원×8회=164,000원

∙ 본인부담금: 4,500원×8회=36,000원

9회

20,500원

※ 9회기 결제 시 

16,000원 결제 

4,500원

※ 9회기 결제 시 

4,000원 차감,

본인부담금 5,000원 

추가 납부  

∙ 바우처결제：(20,500원×8회)+(16,000원

×1회)=180,000원

∙ 본인부담금：(4,500원×8회)+(4,000원× 

1회)=20,000원 + (추가납부 5,000원)

27,500원 8회 22,500원 5,000원
∙ 바우처결제：22,500원×8회=180,000원

∙ 본인부담금：5,000원×8회=40,000원

30,000원

7회 24,600원 5,400원
∙ 바우처결제：24,600원×7회=172,200원

∙ 본인부담금：5,400원×7회=37,800원

8회

24,600원

※ 8회기 결제 시 

7,800원 결제 

5,400원

※ 8회기 결제 시 

2,200원 차감,

본인부담금

20,000원 추가

∙ 바우처결제：(24,600원×7회)+(7,800원×

1회)=180,000원

∙ 본인부담금：(5,400원×7회)+(2,200원× 

1회)=40,000원 + (추가납부 20,000원)

35,000원

6회 28,700원 6,300원
∙ 바우처결제：28,700원×6회=172,200원

∙ 본인부담금：6,300원×6회=37,800원

7회

28,700원

※ 7회기 결제 시 

7,800원 결제 

6,300원

※ 7회기 결제 시 

2,200원 차감,

본인부담금

25,000원 추가

∙ 바우처결제： (28,700원×6회)+(7,800원× 

1회)=180,000원

∙ 본인부담금：(6,300원×6회)+(2,200원×

1회)=40,000원 + (추가납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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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5% 초과~120% 이하 (라형)：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월 6만원

회당 

서비스 단가 

결제횟수

(월)

회당 바우처 

결제액

회당 본인부담금 

차감분
내 역 (월)

20,000원 11회

14,600원

※ 11회기 결제 시 

14,000원 결제 

5,400원

※ 11회기 결제 시 

6,000원 결제 

∙ 바우처결제：(14,600원×10회)+(14,000원

× 1회)=160,000원

∙ 본인부담금：(5,400원×10회)+(6,000원×1회) 

=60,000원

22,000원 10회

16,060원

※ 10회기 결제 시 

15,460원 결제 

5,940원

∙ 바우처결제：(16,060원×9회)+(15,460원×1회) 

=160,000원

∙ 본인부담금：(5,940원×9회)+(6,540원×1회) 

=60,000원

25,000원

8회 18,250원 6,750원
∙ 바우처결제：18,250원×8회=146,000원

∙ 본인부담금：6,750원×8회=54,000원

9회

18,250원

※ 9회기 결제 시 

16,000원 결제 

6,750원

※ 9회기 결제 시 

6,000원 차감,   

본인부담금

5,000원 추가 납부 

∙ 바우처결제：(18,250원×8회)+(14,000원

×1회)=160,000원

∙ 본인부담금：(6,750원×8회)+(6,000원×1회) 

=60,000원 + (추가납부 5,000원)

27,500원 8회 20,000원 7,500원
∙ 바우처결제：20,000원×8회 = 160,000원

∙ 본인부담금：7,500원×8회 = 60,000원

30,000원

7회 21,900원 8,100원
∙ 바우처결제：21,900원×7회=153,300원

∙ 본인부담금：8,100원×7회=56,700원

8회

21,900원

※ 8회기 결제 시 

6,700원 결제 

8,100원

※ 8회기 결제 시 

3,300원 차감,   

본인부담금

20,000원 추가

∙ 바우처결제：(21,900원×7회)+(6,700원×1회)

=160,000원

∙ 본인부담금：(8,100원×7회)+(3,300원×1회) 

=60,000원 + (추가납부 20,000원)

35,000원

6회 25,550원 9,450원
∙ 바우처결제：25,550원×6회=153,300원

∙ 본인부담금：9,450원×6회=56,700원

7회

25,550원

※ 7회기 결제 시 

3,300원 결제 

9,450원

※ 7회기 결제 시 

3,300원 차감,   

본인부담금

25,000원 추가

∙ 바우처결제：(25,550원×6회)+(6,700원×1회) 

=160,000원

∙ 본인부담금：(9,450원×6회)+(3,300원×1회) 

=60,000원 + (추가납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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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20% 초과~180% 이하 (마형)：바우처 지원액 월 14만원, 본인부담금 월 8만원

회당 
서비스 
단가 

결제횟수

(월)

회당 바우처 

결제액

회당 본인부담금 

차감분
내 역 (월)

20,000원 11회

12,800원

※ 11회기 결제 시 

12,000원 결제 

7,200원

※ 11회기 결제 시 

8,000원 결제 

∙ 바우처결제：(12,800원×10회)+(12,000원×1회)

=140,000원

∙ 본인부담금：(7,200원×10회)+(8,000원×1회)

=80,000원

22,000원 10회 14,000원 8,000원
∙ 바우처결제：(14,000원×10회) = 140,000원

∙ 본인부담금：(8,000원×10회) = 80,000원

25,000원

8회 16,000원 9,000원
∙ 바우처결제：16,000원×8회 = 128,000원

∙ 본인부담금：9,000원×8회 = 72,000원

9회

16,000원

※ 9회기 결제 시 

12,000원 결제 

9,000원

※ 9회기 결제 시
8,000원 차감,
본인부담금
5,000원 추가
납부  

∙ 바우처결제：(16,000원×8회)+(12,000원×1회)

=140,000원

∙ 본인부담금：(9,000원×8회)+(8,000원×1회)

=80,000원 + (추가납부 5,000원)

27,500원 8회 17,500원 10,000원
∙ 바우처결제：17,500원×8회 = 140,000원

∙ 본인부담금：10,000원×8회 = 80,000원

30,000원

7회 19,200원 10,800원
∙ 바우처결제：19,200원×7회 = 134,400원

∙ 본인부담금：10,800원×7회 = 75,600원

8회

19,200원

※ 8회기 결제 시 

5,600원 결제 

10,800원

※ 8회기 결제 시 

4,400원 차감, 

본 인 부 담 금 

20,000원 추가

∙ 바우처결제：(19,200원×7회)+(5,600원×1회)

=140,000원

∙ 본인부담금： (10,800원×7회)+(4,400원×1회)

=80,000원 + (추가납부 20,000원)

35,000원

6회 22,400원 12,600원
∙ 바우처결제：22,400원×6회 = 134,400원

∙ 본인부담금：12,600원×6회 = 75,600원

7회

22,400원

※ 7회기 결제 

시 5,600원 

결제 

12,600원

※ 7회기 결제 시 

4,400원 차감, 

본 인 부 담 금 

25,000원 추가

∙ 바우처결제：(22,400원×6회)+(5,600원×1회)

=140,000원

∙ 본인부담금：(12,600원×6회)+(4,400원×1회)

=80,000원+ (추가납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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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 2021년도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76,967 25,921 77,750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99,330 65,037 99,951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122,108 110,661 122,974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144,709 132,888 146,205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165,254 162,170 167,366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187,571 191,183 190,182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209,890 220,216 213,107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230,372 246,211 234,126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255,225 277,443 260,002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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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83,890 34,195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143,127 131,103 144,709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185,088 187,849 187,571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227,008 241,412 230,372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265,062 289,334 269,887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310,130 344,643 319,769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358,837 397,199 376,159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395,652 439,382 423,946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423,946 468,665 461,977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501,157 551,970 542,115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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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26,651 119,942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213,107 224,133 216,585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275,445 302,639 281,359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343,813 381,304 358,837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423,946 468,665 461,977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461,977 508,875 501,157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542,115 593,079 602,369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602,369 650,330 707,375

9인 16,622,000
634,303 661,710 816,530

707,375 737,939 910,594

10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707,375 737,939 910,594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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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안내

1  자격관리위원회

 설치 목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관리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관리방안 마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발

전방안 마련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보건복지부, 자격관리사업 단장), 위촉직 위원

(제공기관 대표, 이용자 대표, 분과위원 중 추천받은 자)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분과위원회 자격관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별 5인 내외로 

구성 (신규영역 추가시 분과위원회 추가 신설)

 자격관리 사업단 자격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자격관리 사업단(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 운영팀

  자격관리위원회 역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심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 심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심의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주요 역할

     해당영역 교육과정 검토

     해당영역 유사과목 검토

     해당영역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 적절성 검토

   자격관리사업단 주요 역할

     위원회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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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 자격 인증서 발급

     자격관리 홈페이지 운영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임기

    당연직 위원(직위위촉)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자격관리사업단 단장

    임기는 직무수행 기간으로 함

    위촉직위원, 분과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경력자)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소지자

    이용자(단체) 대표

    제공인력(단체) 대표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 해촉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서비스 제공영역 신청 

 신규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영역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으로 인정되며, 신청서 작성 시 

영역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후 자격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및 소명 등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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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영역 심사 절차

    심사는 최대 2차까지 진행되며, 각 회차별 심의는 신청일부터 결과 통보까지 최대 

3개월 내 처리

절차 내    용 수행주체

서류제출

 제공영역 신설·변경 제안서

 제안 개요

 전공구성(안)

- 교육과정

자격관리
위원회

자격관리사업단 

서면검토
 신청서류에 대한 서면검토

 보완 요청사항 등 검토의견 전달

자격관리
위원회

자격관리사업단 

1차 심사
 자격관리위원회 집합심사(서면평가)

 영역 인정/추가자료 요청/대면심사 여부 결정
자격관리
위원회

2차 심사
(필요시)

 자격관리위원회 집합심사(1차 심사결과에 따라 대면심사 진행)

 최종 결정
자격관리
위원회

결정  최종 승인
자격관리
위원회

보건복지부
심사결과서 제출 

 심사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건복지 장관에 심사결과서 제출 자격관리사업단 

결과통보
 개별통보

 신규 영역 인정 시 홈페이지 공개
자격관리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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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역 인정기준>

영역 인정기준 요 건

장애아동 발달 관련성
 발달재활서비스로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이어야 함

양성인력
 서비스 분야로 인정 시 바로 투입 가능한 양성이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양성된 인력(대학(원) 졸업)이 있어야 함

타 영역과의 차별성(고유성)

 14과목(42학점) 이상의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해야함

 영역으로서 고유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영역과의 신설 교과목(수) 

비율이 60%이상으로 구성

학문분야의 전문성

(4개 지표 중 1개 이상 충족)

 서비스 영역의 인력양성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원)

에서 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서비스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국규모의 법인 

학술단체가 있어야 함

 학술적으로 증명된 학문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가 있어야 함

 학술적으로 증명된 학문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외 저명 학술지 색인

(SSCI, SCI(E), A&HCI)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영역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세부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신설

(변경) 신청서

 제안기관 및 신청자 명단

 전공개요 및 필수요건

제안 증빙자료

 전공자(자격자) 양성 현황

 전공 개설대학 현황

 법인 학술단체 현황

 KCI 등재지 현황

 SSCI, SCI(E), A&HCI 등재지 현황

 장애아동 관련 논문

 장애아동 발달 촉진 객관적 기준

 타 분야와의 차별성

 인력수요 및 서비스 제공현황

 기대효과

 과목 개설기관 확대가능성

 제안을 위한 협의회 개최

신설(변경) 제안 전공 구성

(교육과정(안) 포함)

 전공필수 과목 수

 전공필수 실습 포함여부

 전공선택 과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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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인력 자격 인증 절차

(1) 자격인증 신청 및 처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확인 절차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인증을 받아야 함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를(https://www.broso.or.kr/cert) 통해 신청 

및 접수

    허위정보 기재 또는 허위문서 첨부 확인 시 인증 탈락 및 법적 조치

<절차 개요>

절차 내    용 수행주체

신청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자격확인신청서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 평생교육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신청자

신청서 접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
자격관리
사업단

자격심사  심사 및 제공인력 확인
자격관리
사업단

결과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격 인정 시, 자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자격관리
사업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보건복지부 제 2020-335호)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인증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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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보건복지부 제 2020-335호) 시행 이전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의 경우 2021년 

9월 12일까지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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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3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

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7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3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모든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해당 영역별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전공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과 교과 과정 및 내용, 학점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에 따른 언어

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언어재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182 •

시행규칙 제519호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관련 학위 및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발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환 교육과정)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335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제167호) 제7조에 따른 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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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통과목

⦁장애아동의 이해(필수)*
⦁아동발달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재활행정과 정책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장애인 복지론
⦁신경과학개론

 * ‘장애아동의 이해’를 포함하여 공통과목에서 2과목 이상 이수

[별표 2] 

각 영역별 전공과목
* 영역별 추가 과정인 실습은 분과별 실습기준을 따름

1. 청능재활

전공필수(4) 전공선택(15) 추가 과정

⦁아동청각학
⦁청능재활
⦁청능재활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

⦁행동청능평가
⦁행동청능평가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보청기평가및적합
⦁보청기평가및적합실습
⦁인공와우평가및적합
⦁인공와우평가및적합실습
⦁청각보조기기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학
⦁교육청각학
⦁심리음향학
⦁중추청각처리장애평가및재활
⦁의사소통장애개론
⦁수화

-

2. 미술심리재활

전공필수(3) 전공선택(21) 추가 과정

⦁미술치료학개론

⦁장애아동미술재활

⦁미술재활현장실습

⦁유아동미술치료

⦁청소년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미술표현기법

⦁창의적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방법

⦁색채심리학

⦁미술치료사례연구

⦁매체연구및실습

⦁임상실습및슈퍼비전I

⦁임상실습및슈퍼비전II

⦁미술심리학

⦁미술심리진단평가

⦁아동미술교육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및평가

⦁이상심리학

⦁아동발달

⦁부모교육 및 상담

⦁미술심리상담사윤리

⦁미술재활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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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재활

전공필수(5) 전공선택(16) 추가 과정

⦁음악재활기술
⦁특수아동음악재활
⦁음악재활실습I
⦁음악재활실습II
⦁음악재활인턴십

⦁음악심리학
⦁인간행동과음악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철학
⦁음악재활진단과 평가
⦁음악재활연구방법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세미나

⦁성인음악재활
⦁즉흥연주
⦁고급즉흥연주
⦁음악재활사례연구
⦁의료현장음악재활
⦁음악심리재활
⦁가족음악재활
⦁음악재활임상기법

-

4. 행동재활

전공필수(3) 전공선택(27) 추가 과정

⦁행동재활현장실습
⦁응용행동분석개론
⦁행동장애진단 및 평가

⦁이상심리학
⦁행동재활윤리및철학
⦁행동장애상담
⦁행동관찰및측정
⦁행동기능평가
⦁언어행동분석
⦁응용행동분석기법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
⦁행동재활연구방법론
⦁긍정적행동지원
⦁집단행동지원
⦁행동장애학교지원
⦁인지행동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일상생활행동지원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정서및행동장애행동지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행동지원
⦁지적장애행동지원
⦁경도장애행동지원
⦁중증및중복장애행동지원
⦁아동발달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
⦁행동재활세미나
⦁행동재활사례연구
⦁행동재활슈퍼비전

-

5. 놀이심리재활

전공필수(5) 전공선택(30) 추가과정

⦁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아동중심놀이치료
⦁발달놀이치료
⦁생태학적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정신분석적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부모자녀놀이치료
⦁치료놀이
⦁집단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발달심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신경심리
⦁성격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심리학개론
⦁아동심리치료
⦁특수아동치료
⦁가족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특수아부모교육
⦁아동권리 및 복지
⦁응용행동분석
⦁정신건강
⦁아동생활지도
⦁연구방법론

-



붙 임

 • 185

6. 재활심리

전공필수(3) 전공선택(17) 추가 과정

⦁재활심리현장실습

⦁재활상담

⦁장애아동청소년심리재활

⦁심리진단및평가

⦁발달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집단심리재활이론 및 실습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긍정심리재활

⦁행동수정

⦁신경심리평가및재활

⦁재활심리세미나

⦁재활심리사례연구법

⦁지역사회심리재활

⦁재활심리연구방법론

⦁심리학의 이해

⦁상담심리학

⦁재활심리학

⦁심리사회기술훈련 및 실습

-

7. 감각발달재활

전공필수(4) 전공선택(17) 추가 과정

⦁감각재활현장실습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신경과학

⦁아동검사 및 평가

⦁일상생활활동

⦁활동분석

⦁아동의 활동과 중재

⦁정신건강개론

⦁해부학

⦁지역사회재활

⦁정신건강임상학

⦁감각과 인지재활

⦁운동재활(학)

⦁보조공학

⦁장애관련 법규 및 윤리

⦁감각운동평가

⦁생리학

⦁재활학

⦁심리학의 이해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

⦁연구방법론

-

8. 운동발달재활

전공필수(3) 전공선택(20) 추가 과정

⦁아동운동 재활학

⦁아동재활 현장실무

⦁운동치료학 (치료적 운동학)

⦁생리학

⦁기능해부학

⦁임상운동학

⦁신경 측정 및 평가

⦁근골격 측정 및 평가

⦁신경재활운동학

⦁근골격재활운동학

⦁운동생리학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아동진단및평가

⦁운동조절학

⦁공중보건학

⦁보건복지법규

⦁심폐재활학

⦁의지보조기학

⦁수중운동학

⦁기능훈련

⦁해부학

⦁발달심리

⦁지역사회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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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리운동

전공필수(5) 전공선택(23) 추가 과정

⦁심리운동 신체경험
⦁심리운동 물질경험
⦁심리운동 사회경험
⦁심리운동 현장적용
⦁심리운동 현장실습

⦁심리운동학개론
⦁생활세계와 심리운동
⦁심리운동 공간구성
⦁전이를 위한 심리운동 지원
⦁심리운동관찰 진단과 평가
⦁트람폴린
⦁수중심리운동
⦁심리운동과 이완
⦁언어 및 의사소통 심리운동 지원
⦁심리운동과 학교폭력 예방
⦁영유아 심리운동

⦁ADHD 아동 심리운동
⦁감각과 지각
⦁정신의학
⦁장애아 가족지원
⦁운동생리학
⦁특수체육개론
⦁발달장애아심리운동
⦁인체해부학
⦁숲 심리운동
⦁승마심리운동
⦁유아운동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별표 3] 

전환교육과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이수과목 이수시간

⦁장애아동의 이해(필수) 3

⦁아동발달 3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3

⦁상담심리학 3

⦁심리학개론 3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3

⦁재활행정과 정책 3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3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3

⦁장애인 복지론 3

⦁신경과학개론 3

※ 단, ‘장애아동의 이해’는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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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 

[시행 2018. 9. 17.]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98호, 2018. 9. 11., 제정]

제1조(목적)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 관련「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이하 ‘고시’)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사업 운영 및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관리 업무수행) ① 고시 제 7조에 따른 자격관리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

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격관리사업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2. 제공인력 자격 인정 확인․ 발급 등에 관한 업무

3. 자격관리 온라인 전산시스템 운영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격관리사업단 업무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사업단장이 된다. 

제3조(자격 인정서 발급) ① 제공 인력 자격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관리사업단은 자격 기준 심의를 거쳐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유사 교과목 심의) ① 유사교과목 심의는 제공영역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나 교과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이수여부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사교과목 심의는 개인, 학교(기관) 단위로 신청 할 수 있다. 

③ 유사 교과목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격관리사업단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학교) 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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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격관리사업단은 위원회에 신청서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해당 영역별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관리사업단은 별지 제5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심사) ①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의 법정교과목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은 별지 제 6호 서식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편성 내용 

2. 교육과정 설명자료

3.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신청학과의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 후 

신청대학에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③ 관련학과 인정여부는 기존에 확인된 학과와 명칭이 유사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학과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④ 관련학과로 인정된 학과의 자격인정 신청자는 법정교과목 이수여부를 학과로

부터 확인받아 자격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관련학과로 인정받은 학과가 교육과정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변동사항을 알려 인정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한다. 

제6조(자격인정결과 이의신청) ① 자격인정 결과와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오류로 

인한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학교 학과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 7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인정 취소) ① 자격인정 과정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신청) ① 자격관리사업단은 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 30일 

전에 심사계획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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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제공영역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 제공영역 신설 제안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안 개요, 별지 제10호 서식 

전공구성(안), 별지 제11호 서식 교육과정 등을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공영역 신청은 발달재활서비스  동일 제공 영역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중복 

지원한 경우, 신청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한 공동제안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자격관리사업단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필요시 대면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심사는 별지 제12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영역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하며 각 위원의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적합

영역으로 하며, 단 장애아동 발달관련성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자격관리사업단장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결과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제공 영역 재심사) ①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은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요청한 신청기관은 별지 제14호 서식 재심사신청서 및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심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자격관리사업단장은 재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결과서를 제출하고, 재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재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당해 연도에 탈락의 경우 차년도 이후 신규심사를 신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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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공영역의 교육과정 수정)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수정･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영역에서 별지 제15호 서식 제공영역 교육과정 변경 

제안서 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의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며,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영역은 14일 이내에 수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개발원은 고시 제 7조 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자격관리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자격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장애인개발 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2.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이용자(단체)대표, 제공인력(단체)대표 

4.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 수행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위원의 임명은 재적위원 3분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 2조에 따른 자격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 팀장이 된다. 

제13조(자격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2. 신규제공영역 선정 여부 

3. 유사교과의 인정여부 

4. 관련학과 인정 여부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 부가 인정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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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관리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격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자격관리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자격관리위원 해촉)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등

제1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관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의결의 효력) ① 자격관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은 자격관리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라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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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사의결서의 작성) 자격관리 사업단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취합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격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2.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이용자(단체)대표, 제공인력(단체)대표

4.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개별 자격인정 여부, 유사교과목 인정여부, 실습 조건의 충족 여부, 

기타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지급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운영지침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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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E-mail 

최종학력 학교명：            전공： 기간 : (입학)      년     월     일 ~ 

       (졸업)      년     월     일 

이수과목 ※ 뒷면에 작성

인정영역

선택

감각

발달

재활

놀이

심리

재활

미술

심리

재활

심리

운동

운동

발달

재활

음악

재활

재활

심리

청능

재활

행동

재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3조에 따라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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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구분 과목 학점 성적

공통과목

필수

선택

공통과목  총           학점

전공과목

필수

선택

전공과목  총           학점

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 발달재활서비싀 제공 인력 인정신청서 1부

대학교 이상의 과정 

수료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실습확인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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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정 확인서

 영       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격인정번호: 

 상기인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였음 

 ※ 근거：｢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보건복지부 고시 (2020-33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년     월     일

한 국 장 애 인 개 발 원 장

사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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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의대상

교과목 정보

학교명 학과(학부)명

전공명

영역

감각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행동재활

심의

사항

공통필수 전공필수

공통선택 전공선택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학점

요청사유
(교과목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4조 제2항에 의한 유사 교과목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교과목 이수증(성적증명서) 1부

 2.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1부

 3. 기타 입증할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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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  [별지 제 4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의대상

교과목 정보

학교명 학과(학부)명

전공명

영역

감각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행동재활

심의

사항

공통필수 전공필수

공통선택 전공선택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학점

   

심의

결과

유사 교과목

 인정 여부

인정

불인정

검토의견

발달재활서비스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_영역 분과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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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 통지서

○ 신청자 이름 : 

○ 학교명 : 

○ 학과(학부)명 : 

○ 유사 교과목 확인내역

심의
사항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심의 결과

인정  

불인정

의견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 근거규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4조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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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인정 심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fax

신청제공영역
□ 감각발달재활  □ 놀이심리재활  □ 미술심리재활  □ 심리운동,

□ 운동발달재활  □ 음악재활      □ 재활심리      □청능재활   □ 행동재활

심사대상

(학과명) 

신청목적 

또는 

신청사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운영지침｣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인정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한 국 장 애 인 개 발 원 귀하

제출서류 1. 교육과정 편성 내용 2. 교육과정 설명자료 3.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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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 신청서 [별지 제 7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 신청서

인정회차 접수번호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해당하는 곳에 〇표 하세요

인정구분 교과목 인정 전환교육 인정 

인정 신청영역

청능

재활

음악

재활

행동

재활

감각

재활

미술

재활

놀이

심리

재활

심리

운동

재활

심리

운동

재활

신청사유  

< 이의 신청 사유 기재 >

<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첨부 서류 목록 > 

1. 

2.

3. 

이와 같이 이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이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14일 이상 소요)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재검토 ➜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개별적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미인정 사유를 확인․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오류로 인한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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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영역 신설/변경 제안서  [별지 제8호 서식] 

제공영역 신설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제안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전공

개요

전 공 명:                          (영문명:                          )

전공

필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전공

선택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필수

요건

KCI 등재지 수 KCI 등재지 명

SSCI, SCI(E), A&HCI

등재지 수

SSCI, SCI(E), A&HCI

등재지 명

개설학과 수 개설대학(학과)

양성인력 수

학술단체 수
학술단체명
(법인번호)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전자메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전공의 신설/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 하

※ 전공 편성비율은 전필 100%, 전선 100%로 각각 산정하여 이론과목 대 실습과목 비율을 산출토록 함.

※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해당 전공 전문가로서 대학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첨부서류
1. 제안 개요

2. 전공구성(안)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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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개요  [별지 제9호 서식] 

제안 개요

영역명

 제안 목적 및 필요성

관련 학문분야 현황

가. 전공자(자격자) 양성 현황

나. 국내(2개 대학(교) 이상 기술하며, 당해 연도 입학자 수 및 학과명 

포함기재) 및 해외 관련 전공 개설대학 현황

다. 전문가 단체 현황(전국 규모의 법인 학술단체)

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해외 학술지 색인(SSCI, SCI(E), A&HCI)

등재 현황

 해당분야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성

가. 해당분야 장애아동 관련 논문

나.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한 객관적 기준

다. 타 분야와의 차별성

 ※ 학문 및 교육과정 상의 차별성

라. 기타(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예측 등)

 ※ 관련 분야 인력수요 현황, 서비스(바우처 및 비바우처) 제공 현황 등

제안 채택의 

기대효과

 가. 사회 수요에 대한 기대 부응 효과

  - 운영기관, 관련협회, 학습자 등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력

 나. 제안 전공 내 학습과목 개설 기관의 확대 가능성 

  - 전공 내 학습과목을 다른 기관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공동제안 기관 간 협의회 

개최내용 및 협력사항
  ※ 해당영역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 계획 혹은 방안 등

기타 참고사항

 ※ 각 항은 개조식으로 서술하며 분량은 제한 없음.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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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구성(안) [별지 제10호 서식]

전공구성(안)

 영역명

구  분
학  습  과  목 시  간

한글명 영문명 강 의 실 습

전공필수

전공선택

※ 전공선택 과목 작성 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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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별지 제11호 서식] 

교육과정 

가. 교과목 정보

과목명

영문명

교과구분

나. 교과목 개요

교과개요

다. 강의주제 및 주요내용

강의주제 및 주요내용

순번 강의주제 주요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 교육과정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각 과목별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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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영역 심사평가표 [별지 제12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영역 심사평가표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종합 

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부족 

장애

아동

․ 
발달

관련성

(40점) 

① 학문의 내용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매개와 방법을 가지고 있다. 
20 10 8 6 4 2

② 발달재활서비스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기반의 학문적･학술적

자료가 있다.  

10 10 8 6 4 2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시 해당영역에서 장애아동  

에게 제공할 직무의 내용이 명확하다.  
5 5 4 3 2 1

④ 발달재활서비스로서의 사회수요에 대한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5 5 4 3 2 1

평가의견 

양성

인력

(20점) 

① 발달재활서비스 분야로 선정 시 투입 가능한 

양성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 
10 10 8 6 4 2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학과가 대학(원)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10 10 8 6 4 2

평가의견 

타영역

과의 

차별성

/고유성

(25점)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으로 14과목(42학점)

이상 교육과정 구성이 되어있다. 

   ※ 대학원의 경우 7과목(21학점) 

10 10 8 6 4 2

②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으로서의 신설교과목(수)

비율이 6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10 8 6 4 2

③ 타분야에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와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5 5 4 3 2 1

평가의견

학문

분야의 

전문성 

(15점)

① 발달재활서비스로서의 학술적 발전을 지속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법인학술 단

체가 있다. 

5 5 4 3 2 1

②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지용 색인(KCI) 등재지가  

있다. 
5 5 4 3 2 1

③ 해외저명 학술지 색인(SSCI, SCIE, A&HCI)에 등  

재되어 있다. 
5 5 4 3 2 1

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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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장애아동

발달관련성 

(40점)

양성인력

(20점)

타영역과의 

차별성/고유성

(25점)

학문

분야의 전문성

(15점)

총점 
심사

결과

점수 
□적합 

□부적합

최종

평가 

의견 

※ 총점이 70점 이상 되어야 영역으로 인정

※ 장애아동 ․ 발달관련성 배점이 20점 미만인 경우 70점을 충족하더라도 영역 심사 탈락 

본인의 상기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제공역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본인의 서명으로 확인하며 본 평가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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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서  [별지 제13호 서식]

신규 제공영역 심사결과서

신청영역

심의결과

신규제공 영역 적합여부

□ 가       □ 부 

심의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영역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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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신청서 및 사유서  [별지 제14호 서식] 

재심사 신청서 및 사유서

영역

제안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신청사유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본 신청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해당 영역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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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영역 교육과정 변경 제안서 [별지 제 15 호 서식] 

제공영역 교육과정 변경 제안서

제공영역
제공 영역명 대표자       (서명) 

연락처 이메일

전공

개요

변경 전  

전공

필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전공

선택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변경 후 

전공

필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전공

선택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변경요청
사유 

변경주요 
내용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전자메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전공의 교육과정 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 하

※ 전공 편성비율은 전필 100%, 전선 100%로 각각 산정하여 이론과목 대 실습과목 비율을 산출하도록 함.

※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해당 전공 전문가로서 대학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첨부서류 1.교육과정 변경 전공구성(안) 2.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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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서 [별지 제16호서식] 

자격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찬성/반대 ∨ 표시 

연번 안건 찬성 반대 기타 의견

1

2

3

4

5

년    월    일

 

자격관리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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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1.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5)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6) 삭제 <2015.12.31.>

다. 소방시설 등：｢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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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 제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

연재료로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라.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1)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ㆍ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2층 이상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할 것

3) 나목2)에 따른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2월 31일 당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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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214 •

3.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1)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2)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2) 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3) 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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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마.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바. 예산서 및 결산서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보험 가입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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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소득조사

 소득 조사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부과한 건강보험료로 산정)

 소득 조사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무보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부과한 건강보험료로 산정)

유급 휴직의 

경우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 필요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제공 방식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

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아동의 부적응 

등)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사유서 서식 19호 첨부)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 가정방문형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일 2인 이하로 한정

(제공인력 1인 기준)

** 생활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일 2인 이하만 

가정방문형 단가 적용 (제공인력

1인 기준)

 제공 방식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아동의 부적응 등)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사유서 

서식 19호 첨부)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 가정방문형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감안하여 

제한규정 

완화

서비스 

단가

※ 제공기관은 서비스단가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매년 1월말까지 입력

※ 제공기관은 서비스단가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매년 1월말까지 입력

(서비스제공관리≫서비스가격관리≫
장애아동가족 서비스가격)

전자바우
처시스템 
화면경로 
명확화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민행복

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 생략 …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
노인단기가사

… 생략 …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 생략 …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

… 생략 …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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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생략…

카드사 BC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생략…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생략…
하나은행

카드사 BC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생략…
하나은행

국민행복

카드 

발급사 

추가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 결제 및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서비스

결제

• 결제방법

- 기본원칙：…생략… 제공 완료

30분 이내 결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

하는 선결제 금지(서비스 완료 후 

결제해야 함)

• 결제방법

- 기본원칙：…생략… 제공 완료

30분 이내 결제(회당 결제 원칙)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 금액 환수)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ID 8자리 

및 서비스단가(정부지원금)을 입력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ID 8자리 

및 서비스단가(정부지원금)을 입력
제공인력 
결제ID 
확인경로 
명시

 < 신설 > ※ 제공인력 결제ID 확인：전자바우처
시스템≫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현황조회

Ⅴ. 

서비스

실시

제공기관 

선택

⓵ 제공기관 선택

 •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인접 시‧군‧구까지 지정받은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 가능

⓵ 제공기관 선택

•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내 제공기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의 경우 

[서식19호] 사유서를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후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서비스 이용료 결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선결제하는 

것은 부당 결제로 간주(서비스 종료 

후에 결제해야 함)

• 바우처 카드 서비스 이용료 결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선결제하는 

것은 부당 결제로 간주

Ⅵ. 

제공기관

제공기관 

지정

절차

(4)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대상 인원을 고려

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 

(4)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대상 인원, 수요

자의 접근성 및 대기자 수 등을 고려

하여 적정 제공기관을 지정

지자체의 

제공기관 수 

판단기준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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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공기관

신규

지정

- 제공기관 지정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 생략 …
* 제공기관 정보등록 및 전송 매뉴얼：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 생략 …
-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3,190원~7,700원을 부담

 제공기관 지정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 생략 …
 < 삭제 >

… 생략 …
- 전용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은 통신사별 

기종에 따라 상이함

전자바우처

시스템 

화면경로 

현행화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 제공기관은 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보유해야 함

 < 삭제 >

• 단말기 보급

 < 신설 >

• 단말기 보급

- 단말기는 무상으로 공급되며, 제공

기관은 원별 통신료만 부담

• (시설집합형 사업) … 생략 …
* 서비스 유형이 가정방문형과 시설

집합형이 혼합되어 … 생략 …

• (기관방문형 사업) … 생략 …
* 서비스 유형이 가정방문형과 기관

방문형이 혼합되어 … 생략 …
- (보급사 및 기종) LGU+, 무선 전용

단말기 UT-55L(신형단말기)

* VT-800, VT-900, VT-11의 신규 

보급은 불가하며, 전자바우처시스

템을 통해 제공기관간 중고 단말기 

양도는 가능

- (보급사 및 기종) LGU+, 무선 전용

단말기

* 신규 보급 가능한 단말기로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양도 가능

단말기

사용

• 구형 단말기의 신규 보급은 불가하며, 

중고 단말기(VT-800, VT- 900, 

VT-11)을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

하는 것은 가능

• 구형 단말기의 신규 보급은 불가하며, 

중고 단말기를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은 가능

단말기

사용

* 전자바우처시스템≫커뮤니티≫
단말기 직거래 게시판에서 양도

거래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

≫단말기관리≫단말기 직거래 게시판

에서 양도 거래 가능

전자바우처

시스템 

화면경로 

현행화

• 전용단말기 등록 및 사용：제공기관

- … 생략 …
- (등록 단말기 기종) VT-800, VT- 

900, VT-11, UT-55L(신형단말기)

- (단말기 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

* 전자바우처시스템 메뉴 : (카드/

단말기관리≫단말기관리≫단말기

사용등록/변경)

• 전용단말기 등록 및 사용：제공기관

 - … 생략 …
 < 삭제 >

- (단말기 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

* 화면위치：제공기관관리≫단말기

관리≫단말기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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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예산집행 

및 정산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 청구

￭ 청구 및 결제 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결제폰, 

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으로 서비스비용을 청구

 비용 청구

￭ 청구 및 결제 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시·군　구청장으로 서비스비용을 

청구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전용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비용을 청구

< 삭제 >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당해년도 1월1일~12월31일) 내에

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 청구 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1월1일~12월31일) 내에서만 가능

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 

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 (개요)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 여부 

‘Y’표시 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이 가능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대상자에 한함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
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

미체크자관리

•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 (개요)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 여부 

‘Y’표시 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이 가능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복e음

→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대상자에 한함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
≫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

미체크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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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목 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2  사업기간：2021. 1. 1. ~ 2021. 12. 31.

* 서비스 신청 기간：’21. 1월 부터

3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4  대상자 선정 절차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5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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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
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8  제공기관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재지정 혹은 신규로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하여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은 별도 심사없이 제공

기관으로 지정 가능

 제공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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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10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회서비스정책과

∙ 사업계획 수립, 홍보,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사업 총괄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관리

사회보장
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관리

∙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통계 관리

시･도 장애인복지담당 ∙ 시･군･구 사업 관리･감독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 서비스 신청 접수

∙ 제공기관 지정･관리

∙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서비스 신청 접수

∙ 건강보험료 등 소득 확인

∙ 변동 관리

제공기관 담당자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바우처 결제용 단말기 반드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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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 흐름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신청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읍･면･동

(시･군･구)에 신청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  사

∙ 읍･면･동 담당 공무원

   건강보험료 등 소득 확인, 욕구조사 등

   기존대상자 매년 반기별 재조사 실시

   * 예) 1월, 7월 

결정･통지
∙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바우처 카드 

발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서비스 대상자

관리

∙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등)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바우처 관리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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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실시)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Ⅴ.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예외적으로 카드 

결제 또는 현금납부)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모니터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비스 결제
∙ 서비스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회

(10일 단위 지급) 서비스 비용을 지급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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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 기준

1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연령기준：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부모의 장애유형：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007 2,590 3,170 3,742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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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절차

1  개요

2  신청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연중)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1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4호]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 신청서

상담 및 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가구원 수
 ∙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
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송

통 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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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을 통해 파악)

▮ 복지 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기타 법령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상위 계층 초과>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신청 기간：연중 신청 가능

3  소득조사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예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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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父(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父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소득 조사

 가구원 조사：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별도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 (차상위 초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부과한 건강보험료로 산정)

 주 부양자 조사 : 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 (해당자만) 

 • 행복e음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  

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를 징구하여 수정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구원수에만 포함함을 유의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조사시기 : 매년 반기별)

* 예시)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

 • 매년 전년도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조사를 통해 등급 및 대상 여부 재판정

  *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가능

 관련 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3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65% 120%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65% 120% 180% 65% 120% 180% 65% 120% 180%

1인 - 2,193 3,290 - 75,224 113,568 - 30,663 107,552 - 75,461 114,709

2인 2,007 3,709 5,559 69,016 128,342 191,093 23,243 117,560 200,980 69,718 129,761 194,212

3인 2,590 4,781 7,171 89,069 165,968 246,992 58,319 168,444 271,376 89,626 168,195 252,295

4인 3,170 5,852 8,777 109,494 203,558 308,297 99,230 216,474 341,915 110,271 206,575 321,769

5인 3,742 6,909 10,363 129,761 237,681 380,152 119,161 259,446 420,252 131,102 242,008 414,255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붙임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1.52%)를 제외한 금액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각각의 부과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예시  가구원 수 산정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별도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합산

  ∙ 산모가 미혼모인 경우：동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

 예시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맞벌이 등)：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형제자매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4  대상자 및 등급 결정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시･군･구는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월 지원

금액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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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매월 27일(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

 매월 27일 18시까지 오류 없이 전송된 자료에 한하여 익월에 바우처 생성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월에 미 전송된 대상자를 매월 10일까지 전송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신규 대상자 전송 시에만 적용이 가능(당월 등급변경은 불가)하며 “행복e음”내 ‘바우처 

송수신 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 후 전송

 매월 10일까지만 ‘당월신청’이 가능하며, 당월신청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당월바우처 생성 

신청 가능(대상자관리>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5  통지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서식 2호]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서식 5호]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

 결정 즉시 통지(개별 통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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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급변경

 변경 유형

 소득 수준의 변화로 인해 본인부담금 변경(서비스 유형 ‘가’형･‘나’형･‘다’형･‘라’형간 변경)

 변경 절차

 신청：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서식 11호]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결정･전송：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e음에 변경내용을 입력･전송

 * 매월 27일 18:00까지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익월 1일부터 

변경 내용 적용되며, 당월 적용 불가

 통지：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전산처리 완료 후 결과 통지[서식 2호]

3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방법

 본인 등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

* 소득기준, 장애유형 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함에도 탈락되는 경우 등 

2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이를 시･군･구로 즉시 송부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함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결과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매월 27일 18시까지의 전송분에 한하여 익월부터 변경된 등급 적용되며, 당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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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제공 방식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아동의 부적응 

등)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사유서 서식 19호 첨부)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 가정방문형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  인접 시․군․구 이용 가능(사유서 서식 19호 첨부)

 도서･벽지 지역 거주 아동의 경우

* 도서벽지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45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고시지역을 준용

 보호자의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불편 및 기관 방문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지자체(시·군·구)에 관련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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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  개요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바우처 비지정기관 및 현금화 절대 불가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본인 부담액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3  두 개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두 기관의 이용하는 각각의 서비스 총 금액의 비중을 적용하여 자부담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 확인)

가형(차상위) 대상자가 A기관에서 10만원, B기관 12만원을 이용한 경우 

- 서비스 총 금액의 비중은 A 기관이 45%, B 기관이 55% 

- A 기관 본인부담금은 9,000원(=20,000원 × 45%)

B 기관 본인부담금은 11,000원(=20,000원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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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단가

1  기준 단가 (월 지원 횟수)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매년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장애아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 주체별로 다음의 서비스단가정보를 공개

 한국사회보장정보원(www.socialservice.or.kr)：모든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시･도(홈페이지)：해당 지역(시･도)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시･군･구(홈페이지)：해당 지역(시･군･구)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제공기관：서비스단가

※ 제공기관은 서비스단가를 매년 12월말까지 지정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보고)

※ 제공기관은 서비스단가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매년 1월말까지 입력

  (서비스제공관리≫서비스가격관리≫장애아동가족 서비스가격)

<2021년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단가(예시)>

시도 시･군･구 제공
기관

기관내 서비스
(1회당 서비스단가/원)

가정방문 서비스
(1회당 서비스단가/원)

언어
발달 
진단

언어
재활

독서
지도

수어
지도

기타
언어
발달 
진단

언어
재활

독서
지도

수어
지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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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원칙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별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문서로 해당 시･군･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단, 승인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집단서비스 단가

 1: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집단서비스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집단서비스 단가】

대상인원 회당 서비스 단가

2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70% x 2인 =  140%

3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50% x 3인 =  150%

4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40% x 4인 =  160%

5명 이상   시･군･구에서 정하되, 회당 총 결제액이 200% 이내

 기관별 서비스단가는 사업시작 1월전(매년 12월)에만 변경 가능하며 기준 단가 외 

준비물 등의 사유로 추가 금액 징수 불가(제공기관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

3  원거리 교통지원금

 도서･벽지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보험료 경감고시(도서･벽지지역 경감)에 의거 경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거주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

 * 원거리 교통지원금의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도 1회로 인정)

 * 보험료 경감고시 지역(도서･벽지 지역)으로서 이웃 주민이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자(이용자) 

확정하여 수시 전송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시･군･구로부터 수시 전송되어진 해당자에 대해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서 자격심사(전출, 해지 등) 후 해당 제공기관에 일괄 지급 

 * 전송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1일~말일 결제를 기준으로 익월 10일 

지급(소급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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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국민행복카드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카드 발급기관：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발급 대상：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
기준

(만19세 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 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 
개설 불가 등)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
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
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결제
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 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ʻ사회서비스 전용카드ʼ 또는 ʻ금융형
카드(신용･체크)ʼ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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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 바우처 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기 발급된 ʻ희망e든ʼ 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ʻ희망e든ʼ 카드 계속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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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 (만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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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청서 입력 ∙ ʻ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ʻ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

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만14세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 1-1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 1-2호) 징구

 (만14-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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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을 반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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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 (월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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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단축번호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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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카드 수령 후 반드시 대상자 및 보호자가 보관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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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카드 재발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분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 카드 보관에 

유의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대상자 명의로 회원가입 

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 조회 가능

2 바우처 생성

1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비 고

정기생성 매월 말일 ∙ 본인부담금 납부(제공기관 직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가 생성

 바우처 생성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확인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2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본 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위반시 부당결제 간주)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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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결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일반원칙)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시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환급

 다만,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의 무단결석 기준) 사회 통념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 

별도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 제공기관 영업시까지 제공자

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단, 이용자의 무단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불가

3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초과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생성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이 제한됨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행복e음”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중지사유별 바우처 사용중지 기간>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본인포기 대상자의 본인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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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연령 도래 등)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

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판정결과 변경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

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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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결제

1  결제 원칙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법

 기본원칙：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작 30분 경과 후~ 제공 완료 30분 이내 결제

(회당 결제 원칙)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단,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이용자카드 미소지),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 인정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및 서비스 

단가(정부지원금)를 입력

    ※ 제공인력 결제ID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현황조회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 시설(가정방문) 서비스 후 결제 시 반드시 해당 제공기관의 단말기 사용

【바우처 결제 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선택

⇒ 대상자 카드 접촉 ⇒ 제공인력별

결제 ID 8자리 입력
⇒ 서비스 단가

입력

결제단말기
결제단말기 +

바우처 카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결제단말기

회당 서비스단가가 27,500원일 경우 

1. 가형(차상위)은 본인부담금 2,500원을 차감한 25,000원 결제

2. 나형(차상위초과 50% 이하)은 본인부담 5,000원을 차감한 22,500원을 결제 

*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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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소급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소급결제 등은 서비스제공일이 속한 해당 월에 한해 가능

2  서비스 이용 횟수

 서비스 이용 횟수는 주 2회를 원칙으로 함(초과 시 사유서 첨부)

 이용자･제공기관에서 바우처 소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월말에 과도한 일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상결제 빈도가 높으므로

   시･군･구는 이용자(이용아동부모)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에 맞게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안내 실시(부정사용 예방차원)

* 이용자의 무단결석, 한 주에 법정공휴일이 이틀 이상 있는 등 서비스 이용 횟수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서식11호] 내 상태 및 결과 기록에 사유 작성

3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에서 보관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을 환수하고, 

부정사용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사업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즉시 그 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 등록 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인력관리>부정사용관리>점검대상조회 및 등록

(등록시 현장점검 확인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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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e음을 통해 부정 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

 ∙ 제공기관 지정취소의 경우 해당 시･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해당 기관에 대해 

결제차단을 요청

 ∙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 (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

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 가능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서비스 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함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 상담

전화(02-6360-6799) 운영(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필요한 경우 제공인력(기관) 및 서비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전화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바우처 사업의 관리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시･군･구 담당자’를 

선택하고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설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우처 사업을 관리

 대상자 카드발급 현황, 바우처 생성･이용내역, 바우처 미사용자, 정산내역, 예탁금현황 

등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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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존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송

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행복e음”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바우처생성내역

조회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미생성자

조회

∙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

∙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인 가능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제공인력)

∙ 대상자 및 제공인력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예탁금현황조회
∙ 사업비 예탁 내역과 서비스 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서비스 비용지급

지연 내역 조회
∙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 사업비 예탁 후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 예탁 사업비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문발송 후 환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환급결과를 조회

오납예탁금

출금신청

∙ 예탁계좌 오지정 등으로 사업비를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계좌로 오예탁한 경우,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를 등록

차감지급요청/

차감지급현황조회

∙ 당해연도 결제내역 중 부정결제로 환수해야 할 결제내역을 조회하여 차감지급

등록 시 활용

예외지급승인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하고 승인

바우처미사용자

조회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내역조회
∙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이후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당월생성

미체크자관리

∙ 행복e음에서 당월생성이 누락되어 결정 정보가 전송된 대상자의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하는 화면

지급보류내역조회

∙ 각종 비용의 사유별 미지급 세부내역을 조회

 - (비용) 서비스비용, 예외지급, 교통지원금

 - (사유) 예탁금부족, 계좌오류, 출금액이0보다작음(차감지급불가) 등

업무편람 게시판 ∙ 시･군･구 담당자용『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 업무편람』확인가능(변경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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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관리)

1  변경 사유

 서비스대상자의 ‘전･출입’에 의한 거주지 변동

 서비스대상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의한 등급재판정에 따른 ‘등급변경’
 서비스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 부정사용 등의 중지사유에 따른 자격 상실

2  변경 내용

 서비스대상자의 서비스등급(‘가’형･‘나’형･‘다’형･‘라’형 간) 변경, 거주지 변경 및 자격변경에 

따른 서비스 상태 변경 등

3  변경 방법

 전출･입 시 처리

 서비스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민원인이 바우처 신청 이후 대상자 선정 전에 전출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 정보는 별도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로 처리

 * 다만, 민원인이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우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을 받아 처리

 등급변경 시 처리

 본인의 신청[이의 신청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에 의한 

등급변경

  * 신청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대상자선정 이후에도 행복e음 및 방문실태조사 등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해 직권 변경 가능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자격 상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서비스 포기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바우처 부정사용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연령이 만12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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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중지

1  중지사유

 서비스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서비스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 상실 사유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시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 없이 3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안내후 시･군･구청장이 직권 중지 가능

 * 바우처 미사용자 확인 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바우처미사용자조회

2  중지시기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가 원칙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으로 관련 자료를 전송하여 중지 처리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유로 자격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상실 처리

3  중지절차

 서비스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전자결재 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지

<변경･중지 절차>

조 사 ⇒ 변경･중지 요청 ⇒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 통지

(읍･면･동) (읍･면･동)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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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절차

 ① 제공기관 선택(이용자) 및 접수(제공기관)

 ②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제공기관)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용자･제공기관)

 ④ 바우처 잔량 확인 후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⑤ 모니터링(제공기관)

 ⑥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이용자･제공기관)

1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으로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의 경우 [서식19호] 사유서를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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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1  기본 방향

 대상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 가족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현재 여건 및 대상자 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목표･우선순위에 따라 제공될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등을 결정

2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아동에게 제공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제공횟수, 총 비용, 

본인부담액,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서식 8호, 서식 9호]

 총 비용, 본인부담액을 이용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

3 서비스 이용 계획 체결

1  정의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2  계약 당사자

 제공기관과 부모 또는 대리인(보호자) 등

3  계약 주요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일시적인 병･의원 입원 등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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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절차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계약서 [서식 6호] 작성

 제공기관은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 제공[서식 8호, 서식 9호]

 이용자는 제공기관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서식 7호] 제출

 필요할 경우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시 서비스 대상 아동･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제공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가능(별도 서식 없음)

 * 계약체결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검정기관), 

학력 등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서식17호] 

4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절차：바우처 생성여부 필히 확인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조회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서식 10호]에 기록

 바우처 카드 서비스 이용료 결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선결제하는 것은 부당 결제로 간주

 다음 서비스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2  서비스 변경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시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새로 계약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계획 작성 및 서비스 실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련 정보를 새로 계약한 서비스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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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종류 및 횟수 변경 (동일한 제공기관)

 월 22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종류･횟수 변경 가능[서식 10호]

 복수의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량

(횟수,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들과 새로운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

3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 요구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실시

 이용자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서비스 제공 시 일시, 서비스 내용,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 주의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이 해당 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4  제공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민원에 성실히 응하고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내부적인 민원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

5  보강규정 마련

 아동 및 보호자, 서비스 제공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생성 당월 내 한하여 자체적으로 

보강 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선결제 금지원칙 적용)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단, 사전협의 없이 무단결석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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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

1  목적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2  실시 주체

 서비스 제공 기관

3  대상

 서비스 이용 아동, 부모 또는 대리인(보호자)등 신청 자격이 있는 자

4  실시 방법

 면접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설문

5  모니터링 내용

 공통사항(서비스 또는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경로)

 만족도(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서비스 제공 일정 준수 정도와 효과성)

 기타 사항

6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반기별 1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제공기관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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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종료

1  종료 사유

 계약기간 만료 혹은 계약해지사유 발생

 자격상실：사망, 포기, 연령도래, 부정사용 등

2  종료 시기

 종료 사유 발생 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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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공기관

1 제공기관 지정

1  지정주체：시장･군수･구청장

2  지정 대상 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 체계, 근로 조건 등의 요건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준용

 제공기관 참여 제한(금지) 및 지정취소

 법에 따른 시설기준 미비

 법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비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이용자-제공자 

중계 등)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분점 형태) 운영 하는 경우

3  지정 원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재지정 혹은 

신규로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하여 

지정

 * 장애아동의 보호, 보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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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은 별도 심사없이 제공

기관으로 지정 가능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으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단,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복지관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 기존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

 ∙ 별도 회계 편성 및 관리

 ∙ 기존 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 참여 불가

4  제공기관 지정 절차

<제공기관 지정 절차>

공고 ･ 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 통보
▪ 일반인이 알도록 7일이상 

공고 안내(지정기준, 위탁

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기존 제공기관은 재지정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공문, 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 법인･민간단체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 5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사업수행역량, 사업시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정된 기관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1) 신청

 시･군･구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신규 기관 제출 서류
 ◦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1부 [서식 13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4호]

    제공할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해당 제공인력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5호]
     * 신규신청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신청서[서식 11호] 포함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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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및 심사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 사례에 준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3) 심사 기준

 시･군･구에서는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평가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신규 선정

* 제공기관 평가점수가 동일할 시 사회적 기업을 우선으로 지정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서비스 제공 

관련 

∙ 서비스 제공 실적 10

∙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 실적

∙ 가정방문형 서비스 제공 실적

∙ 산간･벽지지역 서비스 제공 실적

∙ 서비스 제공 편의성 10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제공기관내의 편의시설 구비 수준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20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재교육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0

∙ 서비스 제공인력 지속성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바우처 대비 임금 수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10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지침 이행 여부

∙ 서비스 단가의 적정성

∙ 서비스 질 관리 10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제공인력 정보제공 

제공기관 

시설 관련
∙ 시설기준 충족 여부 20 ∙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기타 사항 ∙ 지자체별 자체 평가기준 마련 10 ∙ 현장점검 결과 반영 등 자체 평가기준 마련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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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

 지정된 제공기관은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단말기 신청 등의 사업 준비 수행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제공자 등록 대상

사업이 아님 

 지정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당해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1년이상 3년이내 까지 지정가능)

• 서비스 종류, 서비스 단가 등의 변경 시에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서비스 내용 요약서 포함)를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를 재발급

* 지정기간은 당초 지정서에 명기된 지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함

* 단, 서비스 단가는 사업시작월(매년 12월)에만 변경 가능

  ☞ 단가 변경시 시·군·구에 공문 등으로 알리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도 변경사항 등록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

 * 지정유효기간 중에도 수요증가 및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가능

 시･군･구는 제공기관을 지정 후 제공인력 정보 등 제공기관 지정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공기관은 해당 제공인력 정보 등 지정 현황을 기관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함(연중 열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현황(예시)>

시도시･군･구 제공
기관

홈페이지
주소

지정기간

제공인력 정보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최종
학력

전공
*

서비스 
유형

**
자격증
명칭

자격
발급
기관

주요
경력

2021.0101.~
2023.12.31.

00 남 19660319

 *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언어발달진단 중 해당 서비스 유형 1개만 기재

** 해당 서비스 유형 관련 자격증 1개만 기재



Ⅵ. 제공기관

 • 275

5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주체 ☞ 시･군･구청장

 동일 시·군·구내에서 제공기관 정보변경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사항 신청서’[서식 171호] 

접수 후 “행복e음”의 제공기관 현황관리 화면에서 제공기관 정보를 변경

 ∙ 제공기관은 시·군·구로 공문 발송시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함께 발송

 예：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급여비용 수령계좌,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다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 변경시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시·군·구는 제공기관 지정서 재발급

 제공기관이 타 시·군·구로 소재지 변경시 

 기존 제공기관 소재지 시·군·구에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시·군·구에서 신규지정을 

받아야 함.

6  지정 취소 및 반납

(1) 지정 취소 대상

 지정취소권자：시･군･구청장

 지정 취소 대상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제공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제공기관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시정 요구, 지시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

 지정 취소 조치 사항

 시･군･구청장이 사업 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 해당 기관 및 

해당 기관 이용 아동에 미리 통지 미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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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공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행복e음”을 통해 제공

기관 폐업 정보를 전송

 지정 취소 예정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포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시･도에 

의뢰하거나 자체 판단하여 공모 없이 즉시 지정 가능

(2) 사업 반납

 지정 제공기관에서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당 시･군･구에 미리 통지

 해당 기관 이용자 전원조치 계획 마련 및 시행

7  행정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지정 기한：매년 연말

 ∙ 매년 1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지정 완료

 ∙ 각 시･군･구에서 지정 완료 및 지정서 발급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지정 즉시 결과 보고

 ∙ 각 시･도에서 시･군･구별 지정결과 현황[서식 20호]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으로 12월말까지 통보(보고 시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서식 21호]도 

함께 제출)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결과는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등록

 신규 지정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신규 지정기관은 인력확보 및 정보,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시･군･구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부진할 경우 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

 시･도 또는 시･군･구는 분기별 사업실적 보건복지부로 보고

 자체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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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제공기관의 시스템 업무

1  신규 지정

 제공기관 지정접수 후 등록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제공기관 지정신청을 참고하여 ‘행복e음’의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의 정보를 입력

 제공기관 지정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서비스 비용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사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지급 계좌번호) 등을 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함께 전송

<제공기관 지정정보 확인 절차>

공모･지정신청

(기관→지자체)
지정정보 입력 및 전송

(지자체→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정보 확인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제공기관)

2  변경 지정

 제공기관의 지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행복e음의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에서 변경정보를 입력하고 전송

 서비스의 종류, 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서비스비용 수령 계좌,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전송

3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우처를 결제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은 통신사별 기종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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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이 결제한 바우처는 10일단위로 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지급내역 조회 가능

 *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

 제공기관 지정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기관 정보가 등록되면 바우처 결제가 가능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교육 소집 시 응소

 교육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인력의 입사 및 퇴사 등 관리 철저

 제공인력 입사 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제공인력 퇴사 시에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퇴사처리가 필수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의 서비스(사회보험료 등 포함) 정보를 반드시 매월 등록

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및 주요활동지역 정보를 등록(변경 시 변경등록)하여 관리

4  제공인력 정보입력

 제공기관은 매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일자리 현황 및 고용실태, 자격정보 등 제공인력 

현황을 반드시 입력

 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등을 등록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자격증정보：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교육정보：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서비스정보：시간당 단가, 월 서비스, 보험가입 여부 등

 *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 입력

5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등록

 매월 발생되는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반드시 등록

 제공인력별 월급여, 근무시간 입력 

 * 제공인력별로 등록된 월급여의 합은 결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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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급여 등록시 제공인력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대한 가입유무 입력

 * 제공기관에서 가입한 4대 사회보험 실제 가입내역과 일치하도록 입력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제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17호]를 제공인력으로부터 징구(제공

기관 보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을 위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제공인력 정보를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필요

3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1  개요

(1) 결제 단말기 신규 보급

 단말기 제작 및 보급 업무를 전담 업체(LGU+)에 위탁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단말기 

신청, 등록, 활용 등 현황을 관리

* 단말기 신청, 보급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단말기 보급

 단말기는 무상으로 공급되며, 제공기관은 원별 통신료만 부담

 단말기 신청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신청

 현재 공급중인 신규단말기는 개통완료 후 배송됨에 따라, 신규단말기 수령후 실제 

결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통신료가 발생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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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말기 보유기준 (공통권장 사항)

 (가정방문형 사업) 제공인력 1인당 1대가 원칙이나, 단말기 고장, 제공인력 입･퇴사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 대비 10% 추가보유 가능

 제공기관별 단말기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신규단말기 신청 요망

* 예시) A 기관에 제공인력이 20명일 경우, 사용단말기 20대 및 추가보유 단말기 2대 등 최고 22대까지 보유가능

 (기관방문형 사업)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단말기 결제가 가능한 수량만큼 보유

* 서비스 유형이 가정방문형과 기관방문형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말기 신청

2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

<단말기 신청 및 보급 절차 >

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결과 통보

(지자체➞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록, 
카드발급 신청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개통서류제출

(제공기관➞ LGU+)
신청 확인

(LGU+ ➞ 제공기관)
단말기 신청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단말기 개통
(LGU+)

단말기 배송
(LGU+ ➞ 제공기관)

단말기 등록 확인
(제공기관)

 전용단말기 신청：제공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청 원칙) 법인명의 신청 및 개통 원칙

 * 법인 명의로만 가입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대표자 명의로 개별가입이 가능

 (신청가능 기관) 시･군･구의 신규 지정 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 

정보 등록이 완료된 제공기관

  * 단말기 신청 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를 입력 후 제공인력 카드 신청 필요

 (신청가능 대수) 법인명의 신청 시 개통 가능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서비스 비용수령

계좌를 단말기 통신비 지출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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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사 및 기종) LGU+, 무선 전용단말기

 * 신규 보급 가능한 단말기만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양도 

가능

 (신청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화면에 필요수량을 입력하고, FAX 및 Email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송

☞ FAX：0303-0944-0656   ☞ E-mail：vmobile@ss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1899-0656(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개통시 필요서류(필수)：가입신청서, 자동이체 계좌사본(제공기관 지정 시 제출한 서비스

비용 입금계좌)

구분 구비서류 (가입유형별로 확인 후 제출)

법인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영리단체

(법인 소속)
∙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or 등기부등본, 위임공문, 신분증, 통장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비영리단체
∙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위임공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정보활용

동의서, 가입내용확인서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LGU+ → 제공기관

 (개통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관련 서류 접수 후 개통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통이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통 확인이 진행

** 단말기 신청접수는 매일 13시까지만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 기관은 신청내역 반려처리

 (배송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후 제공기관으로 택배로 발송하며, 개통일로부터 

1~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단말기 수령가능

 전용단말기 등록 및 사용：제공기관

* 단말기 미등록 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단말기 등록) 제공기관이 단말기 수령 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단말기별 사용 제공인력과 단말기 정보를 등록

 (단말기 사용)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단말기 등록 후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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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단말기 비용청구

 비용청구는 사용(개통일부터 과금) 후 익월부터 청구되며, 단말기 개통서류 제출 시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를 통하여 비용청구

 ∙ 자동이체 계좌는 제공기관 지정 시 제출한 서비스비용 입금계좌를 사용해야하며, 

사업 수행 중 변경 불가 (입금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계좌도 변경)

 약정기간 내 단말기 해지 시 사용기간에 따른 위약금 발생하며, 단말기 일시정지 시 

월 이용요금의 50%(부가세 포함 3,850원)에 해당하는 요금이 발생

 * 단말기 일시정지 기간은 최대 3개월(연 2회) 가능하며, 단말기 개통 후 3개월 이내 일시정지가 불가능

 * 단말기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미포함

3  단말기 사용

(1) 전용단말기 등록관리

 구형 단말기의 신규 보급은 불가하며, 중고 단말기를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 직거래 게시판에서 양도 거래 가능

 전용단말기 등록 및 사용：제공기관

 기존 단말기를 바우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단말기 미등록 시 바우처 결제가 불가

 (단말기 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

 ∙ 화면위치：제공기관관리≫단말기관리≫단말기통합관리

 ∙ 단말기 1대당 특정 제공기관과 매칭하여 등록원칙(단말기를 통해 비용지급 제공기관 구분)

 ∙ 제공인력이 복수의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기관별 단말기를 

제공인력과 매칭하여 각각 등록

 다만, 단일 제공기관 내 복수의 제공인력이 1개 단말기에 등록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 단말기 등록 후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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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말기 A/S

(1) 전용 단말기 (VT-11, UT-55L) A/S

 (A/S 원칙) 개통 후 24개월 이내의 고장은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 천재지변 

또는 무상 A/S 기간 종료 시 유상처리

 (신청방법)단말기 제조사 콜센터(☏1899 -0656)로 A/S접수 후 택배 발송

* 택배 A/S：무상 A/S는 단말기 보급업체 도착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유상 A/S(액정파손, 침수, 단말기

분실, 약정기간 종료 시)는 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처리

 택배발송처：http://www.inavi.com 에서 확인(☏1577-8911)

 택배비：제공기관 과실을 제외하고는 센터 부담

 * 유상 A/S 시(무상기간 내 포함)에는 제공기관과 제조사가 택배비를 상호(발송처) 부담

 A/S 문의：(LGU+) 1577-8911, (SKT) 1599-3813

 * A/S 사항은 기종에 따라 A/S 가능 여부 상이함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로 문의 필요

 제공기관은 택배 발송 전 유선으로 상담하여 고장상태에 따른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발생 유무를 반드시 확인

4 스마트폰 결제 활용

1  개요

 사용 가능 스마트폰

 통신사：SKT, KT, LGU+

 운영체제：안드로이드(Android) OS

 보유기능：바우처 카드 인식을 위한 칩(*NFC) 탑재 기종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칩：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내장된 칩

 * 사용 가능 스마트폰 기종은 매월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통신료 

 기본 제공데이터 초과 사용 발생 시 최대 월 3천원까지 제공기관이 부담할 수 있음

 * 초과 데이터 사용량이 없을 경우 제공기관이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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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절차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게 스마트폰 사용 전 제공인력 안내문(전자바우처 공지 또는 

자료실 참고)을 반드시 배포하고, 제공인력의 서명 후 보관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게 스마트폰 사용(구매) 강요 및 특정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

절차 내    용 수행주체

제공인력 안내문

배포 및 서명

• 제공기관은 스마트폰 사용전 제공인력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서명 후 보관 (안내문은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제공기관
제공인력

스마트폰 기종 및 

통신사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란에 매월 1회 안내되는 ‘결제 가능 

스마트폰 목록 및 통신사’를 확인

제공기관
제공인력

스마트폰 

바우처시스템 

등록

• 스마트폰을 사용할 제공인력 정보와 스마트폰 정보를 매칭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제공기관

스마트폰 

결제프로그램 (앱) 

설치

• 제공기관 담당자가 바우처시스템에서 웹주소 SMS를 발송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직접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Play 스토어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

제공기관
제공인력

결제프로그램

시작 및 로그인

• 제공인력 개인별 아이디(전화번호), 비번(개인설정) 입력하여 로

그인후 결제앱 사용가능

 ＊ 아이디는 스마트폰 번호로 자동 설정

 ＊ 비번은 90일마다 변경필요(9자 ~ 15자)

제공인력

서비스 결제 및 

결제정보 송･수신 

확인

• 서비스 제공유형에 따라 결제

 ＊결제절차 및 방법은 기존단말기와 동일

• 결제정보 정상 송신여부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공인력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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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폰만 사용 가능

 화면위치：제공기관관리 >> 단말기 관리 >> 단말기 통합관리

 전용단말기 또는 동글이 사용 제공인력은 우선 사용 중인 단말기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등록해지 후 스마트폰 등록 가능

 스마트폰 등록 시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주소가 SMS로 자동 발송

 SMS 미수령 시 ‘Play 스토어’에 접속하여 결제앱을 직접 설치

 * Play 스토어 검색창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입력

3  스마트폰 결제 프로그램 활용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 초기 비밀번호：ssis@등록된 스마트폰 번호 뒤 4자리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9자 이상 15자 이하이어야 함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90일이며, 비밀번호 입력 연속 5회 실패 시 사용이 불가

 비밀번호 분실 또는 연속 5회 이상 실패하여 사용 불가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 초기화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 >> 단말기 관리 >> 단말기 통합관리

 스마트폰에서 바우처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NFC 기능 활성화 설정 필요

 *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설정방법이 상이하므로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보안상 취약한 WiFi 환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데이터네트워크 기능 활성화 필요

 화면 UI 및 결제 프로세스는 전용단말기와 동일

 * 스마트폰은 제공인력과 1대 1 매칭이므로, 제공인력 식별을 위한 카드접촉, ID 입력 단계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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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기관 운영

1  제공기관 운영 기준

 바우처는 시･군･구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의 경우 [서식19호] 사유서를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후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령한 바우처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지불･
정산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인건비(4대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포함),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복지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

 별도 회계 편성 및 관리

 기존 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기관 내 기존사업과 바우처 사업간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2  서비스 제공수입의 지출 활용 범위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사업비(지급된 급여비용)는 다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 언어발달지원 제공인력의 임금 및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 인건비

 -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종사자 4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 시설투자비, 재료비 등

  ∙ 시설투자비：월임차료, 시설개보수비 등

  ∙ 재료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된 제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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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체결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

 계약 체결 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

4  4대 보험 가입 등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4대보험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 처리

 건강보험：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8~59세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 서비스 제공인력은
  ①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며, 
  ②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주사업장 또는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함

 산재보험：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
 □ 서비스 제공인력은
  ① 60시간 미만이라 하여 미가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가입 대상이 되며, 
  ②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대법원 2004다29736): 계약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판단 필요,, 종속적 관계는 ①사용자가 업무내용 규정, ②취업규칙 적용,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⑤독립

하여 사업 영위 여부(부정징표), ⑥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부담(부정징표), 

⑦ 보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⑧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288 •

⑨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⑩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

자성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⑧, ⑨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 동 기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곤란)

 * 근로자 여부는 위 판단기준과 함께 당사자의 명시적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형태를 함께 고려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이용자에 대해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5  제공 기관의 역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바우처 잔량 확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 및 관리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아동 및 부모와의 초기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인력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현황 등 정보 제공

 서비스 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사업 실적 보고 및 예산 관리 등

6  행정사항

 제공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

 제공기관은 제공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시･군･구에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시･군･구는 제공기관 지정서 재발급

 지정 후 서비스 제공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시･군･구에 신고

* <참고> 단말기 사용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시･군･구) 로그인 매뉴얼 등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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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서비스 제공 인력

1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1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 제공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2  모집

 지자체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

 지자체, 제공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역 내 제공기관으로 

신청서 제출 안내 

3  제공인력 정보 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에 채용시에 학력, 경력 등에 관하여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확인서, 증명서 등 입증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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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지정 신청시에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및 언어

발달지원서비스 내용 요약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39조(벌칙) 참고

 제공인력 관련 정보 현황 자료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수시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신규채용 혹은 변경시에 공문으로 제공인력 변경정보와 자격증빙자료를 시･
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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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산집행 및 정산

1 사업 규모

 보조사업명：언어발달지원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 70%

 보조구분：지자체 경상보조

 예산 및 사업량：국비 796백만원, 아동 550명 지원

 시도별 예산 내역 (별도 통보)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1  서비스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위탁업무 수행 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위탁 목적

 바우처 발행과 환급,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비용 지불 등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예탁금 집행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예탁 및 비용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로부터 서비스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서비스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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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이 용 자 ∙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단말기 구비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 시･도 및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및 통보

(변경사항 포함)

∙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보건복지부
∙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사회보장 

정보원

∙ 카드 및 결제 단말기 보급

∙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운영,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제공기관별 서비스 

비용 지급, 환수 등

∙ 사업기준정보 관리, 바우처 생성･이용관리, 생성 제한 등

2  비용의 예탁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을 교부

 시･군･구청장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예탁

 예산확정 즉시 예탁하되 국비･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비용지급 일정에 따라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필요

 *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기관별 서비스 비용이 지급됨에 유의

<월별 서비스 비용지급 일정>

구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다음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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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은 사업비 예탁 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 정상 

예탁 여부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현황조회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단계 주체 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 확인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사용액, 잔액 및 환급가능금액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 환급계좌 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환급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환급요청금액 및 환급계좌 명시)

수시환급 신청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시환급 신청

(환급요청금액, 환급계좌등록, 계좌실명조회,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시군구별 사업별 지정 환급계좌로 예탁금 환급

수시환급 

결과조회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수시환급 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수시환급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수시환급결과조회

 시･군･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회 정기지급 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 예탁금 부족 

예상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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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단계 주체 업무내용

오예탁
사업명, 오예탁

내역 확인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오납예탁금 출금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오입금일자, 입금액, 오예탁사업명, 계좌 명시)

오납
예탁금 출금신청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변경사유, 대상사업, 출금요청금액,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지정 정정예탁 계좌로 예탁금 오납출금 처리

예탁금입출금조회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오납예탁금 출금 결과 확인

※ 업무처리 주체는 오입금 사업비 보유 부서로, 오입금 받은 부서에서 신청 및 공문 발송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오납예탁금출금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입출금조회(실시간)

<업무처리 흐름도>

바우처 업무위탁
예탁금결정액 통보
국고교부내역 통보

예탁현황 보고
서비스비용지급현황
보고

사업비 예탁 
및 내역 통보

서비스 제공 비용 정산 
및 예탁금 부족 안내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정부지원금)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국고보조금교부 국고보조금교부
보건복지부 시 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 군 구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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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  비용 청구

 청구기관：제공기관

 청구 및 결제 원칙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시･군･
구청장에 서비스비용을 청구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한 “예외지급청구”가 가능

2  비용의 지급

 (정기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비용을 지급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일)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시･군･구별 예탁금 잔액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수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2~3일 이내에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상시 지급 일정 (예시)>

정기지급일 추가 예탁일 추가 지급일

15일 15일 16~18일

25일 26일 27~28일

5일 7일 8~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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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 등록 시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
으로 전송한 계좌에 한해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제공기관이 서비스 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로 계좌변경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해당 계좌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하면 변경 가능

* 서비스비용 지급계좌는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 및 예탁부족액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군･구는 서비스 비용 정기지급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금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을 확인하고, 예탁 마감일 이전에 사업비 예탁 필요

* 예탁부족액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예탁금관리》예탁금현황조회》서비스비용지급지연내

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3  비용의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을 총괄하여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제공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 및 정산 》월별정산관리 》월별정산내역조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 및 정산 》연도별정산관리 》예탁금정산조회

 이자수입의 처리：연 1회 (결산 시)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을 기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

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로 적용하며,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

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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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이자수입은 서비스 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이 계약한 

금리 적용하여 일할 계산 산출하며,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4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과･오청구 여부 확인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인력의 과 오청구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서비스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지원금 등 지급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과 오청구 

여부를 점검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 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처리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 청구 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과･오반납 승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소멸

처리도 가능

**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소급결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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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반납 비용 차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 과･오청구 건을 반납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6일에 해당 건을 승인한 

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직접반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의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동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시까지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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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 차감지급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이득 징수 절차

 (차감지급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부당이득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차감지급을 요청

 * 전년도 부당이득 징수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집행은 불가하며, 직접 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을 요청

 (차감지급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단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완료 시군구 •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운로드 후 공문 발송

(다운로드 파일은 ‘붙임’ 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차감실시 정보원 •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여부 확인 후 차감지급 실시

 (차감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차감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대집행을 요청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대집행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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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환수결과 확인

 (직접반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차감 지급이 불가한 경우,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함에 유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차감지급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부당이득 차감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4 예외 지급

1  개요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실시간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 처리

<예외지급 청구대상>

구분 예외지급 사유 제출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승인

∙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서비스종료월에 대상자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재

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청구공문

∙ 증빙서류

- 서비스제공기록지

-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시･군･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승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거나, 

과부족 생성, 소멸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

에만 청구 가능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 바우처 미생성 대상자는 해당 월 예외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반드시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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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

1) 시･군･구청장 승인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군구청장인정사유시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날짜가 ’21.4.20. 경우, 서비스제공일자가 ’21.1.21~4.20인 건만 청구 가능

(’21.1.21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건은 청구 불가)

  (신청기간) 매월 1일~말일(단, 최초신청시작일은 3월 1일)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승인기한) 매월 1일~말일까지이며, 25일까지 승인된 건에 한해 매월 26일 비용을 지급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대상자 주민번호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등급

서비스

제공일시

청구금액

(포인트)
청구사유 증빙서류

○○
복지
센터

111-11

-11111
홍길순

111111-

2222222

언어발달
(008002)

1
2021.01.12 36,000

자격만료대상자의 

카드분실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2021.01.17 36,000
2021.01.19 36,000

[작성방법]
 ∙ 사업유형：언어발달지원 서비스코드(008002)를 정확하게 입력
 ∙ 등    급：서비스 제공 당시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서비스 제공일시 및 청구금액 : 실시간 회당 결제 원칙으로 서비스 제공 회차별 서비스 일자 및 청구금액을 작성
 ∙ 청구사유：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분 단계 내  용 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인정’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말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말일

정보원 비용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26일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306 •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승인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제공기관은 정보원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하는 ‘예외지급청구 안내’에 따라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신청

  정보원은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분 단계 내  용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제출방법：FAX 발송(☏국번없이 1600-4397)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정보원
예외지급 

승인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정보원 비용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전자바우처시스템 결제유효기간 연장 및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 

• 결제유효기간 연장(제공기관→시․군․구)

  - (개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카드 재발급 등으로 바우처 결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요청 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 승인 가능

     ※바우처결제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는 소급결제만 가능, 예외지급 청구는 불가

  - (화면경로)

   ･ 제공기관：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 바우처생성관리≫결제유효기간연장관리
      * 요청기한：매월 1일부터 영업일 기준 22일 이전 전전영업일까지 (매년 1월은 신청 불가능) 

   · 시군구：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 바우처생성관리≫결제유효기간연장승인
      * 승인기한 : 매월 1일부터 영업일 기준 22일 이전 최초영업일까지

•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시･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요)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여부 ‘Y’표시 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이 가능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복e음→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대상자에 한함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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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실시간 미결제 사유

  ○

 미결제 사유 소명자료(첨부자료 목록)

  ○

                                         20   .   .   .

                         제공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관  장：           (서명)

                         담  당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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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1  업무처리절차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청

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검

토

지급보류 

대상선정

사회보장

정보원

∙이용권법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지급보류 

안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제공기관 

↓↓↓
사회보장

정보원

∙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검토
사회보장

정보원

∙ (절차)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 최종 확인
  ※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 (방법) 제공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청구비용 검토

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

검토결과 

통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방법)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에서 검토

결과 내역 통보

∙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

급
비용지급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방법) 최종 확인 후 검토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 지급

일에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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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선정

 지급보류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

    ※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대상선정 주기：매일

3  소명 제출

 소명방법：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부적정’으로 

확인

 소명자료

- 공통 서류：‘사실 확인서’ [별지 1호],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 소명자료 제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민감정보는 필히 보안조치 후 등록

4  검토결과 통보

 통보시기 및 방법：최종 확인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 종류

- 적정：부적정 또는 청구철회 이외의 결제 건

- 청구철회：제공기관에서 청구철회 처리한 경우

- 부적정：부당청구로 확인 된 경우(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결제 등), 서비스 

제공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또는 청구철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확인하고 종결 처리

(청구비용 미지급, 최종 확인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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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지급

 지급시기：정당한 청구로 판정된 건에 대해 익월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구  분 결 제 일 지 급 일

1차 1일 ~ 10일 익월 5일

2차 11일 ~ 20일 익월 15일

3차 21일 ~ 말일 익월 25일

   ※ (예시) 결제일(5일) → 지급보류(6일) → 소명요청 및 자료제출(6~19일) → (필요시) 추가소명 요청 및 

자료제출(20~26일) → 최종 확인 → 비용지급(익월 5일)

 기타사항

- 최종 확인 결과가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인 경우 이미 소진한 바우처는 미복원

- 또한, 해당 청구 건에 연관된 가산수당과 교통비 등도 지급불가

6  재검토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사회

보장정보원으로 재검토 신청 가능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별지 제59호 서식]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 보장

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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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사실 확인서

 □ 확인 내용

  ㅇ 

 □ 첨부자료 목록

  ㅇ 

20  년     월     일

제공기관명 : 

사 업 명 :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직책) :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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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확인서 작성 내용 및 요령 >

□ 작성 내용

○ 서비스 제공(이용) 및 바우처 결제 사실, 해당 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간접 정황 

내용 등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 증명범위 등을 고려해서 

함께 작성

□ 작성 요령

○ (작성 원칙) 사실 증명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사실확인서 서식 본문에 포함하고,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주의 사항)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주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증명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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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신청일자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검토 결과

이상결제

유형

재검토 신청 건수
지급거절

사유

재검토 신청

비용 총액

검토결과

통보일자

순번 승인번호 이용자 재검토 신청 금액 재검토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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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행정사항

1 홍보

1  개요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대상자 신청 홍보 실시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

 * 특히 제도 내용 및 선정기준･절차를 집중 홍보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2  홍보 방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배포 

 리플릿, 포스터, 기타 홍보 유인물 등 제작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블로그 등 활용 등

 시･도, 시･군･구
 시･군･구 및 읍･면･동, 다중장소에 현수막･홍보탑 등 설치, 전광판 광고･버스 광고 활용 

 홍보 리플릿(읍･면･동 비치 및 수요자 가구 배포)

 홍보 포스터(시･군･구 및 읍･면･동)

 전단지(개별 수요자 가구 발송)

 기타 소책자, 안내문, 기타 홍보 유인물 자체 제작 배포

 케이블 TV, 지역유선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 매스컴 활용

 지방의회･주민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설명회 개최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시･군･구별 각종 주민 행사, 리･통장회의 등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유관기관 협조

 학교 등 서비스 대상자 홍보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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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점검

1  점검 개요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점검방법：자치단체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

* 광역시도에서 주관하여 시･군･구간 교차 점검, 시･군･구 자체 점검 등 다양하게 운영

 점검대상：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점검시기：년 1회(상반기) 

 점검내용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등 인력관리의 적정성 확인

 ∙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인력) 간 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확인

 ∙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 결제 단말기 보유 및 사용 현황 확인

 ∙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 기타 바우처시스템 자료 입력 등 사업별 점검이 필요한 사항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실시간 결제 여부

 ∙ 서비스 제공 전 선결제 여부

 ∙ 서비스제공기록지와 이상결제 자료를 비교하여 결제시간 일치 여부

 ∙ 실시간 결제의무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여부 등

 ∙ 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제공인력,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등

 ∙ 부모상담 포함 1회당 50분 서비스 제공원칙 준수여부

 확인서 징구

 점검자는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기관장(기관장에 준하는 자)

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

 확인서는 점검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정･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점검대상기관에서 확인서의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에 확인･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점검반장이 확인한 내역을 기재한 후 점검자(2명 이상) 모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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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결과 조치

 (지자체) 점검대상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절차 추진

 (제공기관) 점검 시 지적사항 등 개선

 제공인력 등이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처분 즉시 그 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시･도는 점검 완료 후 처분결과를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스템 등록 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인력관리>부정사용관리>점검대상조회 및 등록 (등록시 

현장점검 확인서 파일 첨부)

시･도 시･군･구 제공

기관명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처벌

주의 경고

자격정지

(사업참여

제한)

지정

취소

과태료

금액 

부정사용회수

건수
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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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앞쪽)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 카드 수령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월 15~27일까지 입금하시면 익월 1일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친 경우 익월 1~10일까지 추가 입금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기존 지원받고 있는 언어발달 관련 서비스를 사전에 해지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공된 복지지원 비용이 환수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급여：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등

7. 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하는 곳：wwww.socialservice.or.kr(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
(전화상담：0263606799)

 나. 신고대상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보다 초과하여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자간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발급된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바우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 서비스 가격 내에서 언어재활서비스 이용

 (제공기관별 서비스 내용별 이용 횟수가 상이할 수 있음. 뒷장의 제공기관 안내문 참조하여 선택) 

본인부담금
 월 ㅇ만원을 제공기관에 납부

(본인부담금：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월 6만원)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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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현황

기관명

내용
기관 내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적용일자 제공인력 유형 인원수
단가 횟수 단가 회수

기관명

내용
기관 내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적용일자 제공인력 유형 인원수
단가 횟수 단가 회수

기관명

내용
기관 내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적용일자 제공인력 유형 인원수
단가 횟수 단가 회수

기관명

내용
기관 내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적용일자 제공인력 유형 인원수
단가 횟수 단가 회수

기관명

내용
기관 내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적용일자 제공인력 유형 인원수
단가 횟수 단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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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기록지 (   월)

제공기관명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관리자 서명

                  월일 내용         / / / / / / / / /

1. 언어재활서비스

서비스명
제공시간

시작시간 17:00

종료시간 17:40

담당 제공인력 김△△

서비스명
제공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담당 제공인력

2.총제공시간(/분)
바우처  50분

추가구매

3. 총 이용금액(/원) 27,500원

4. 이용자(확인) 박○○

특이 사항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및 서비스 담당자 성명 표기합니다. 

☞ 상기 서비스 종류 외에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명을 기재합니다.

☞ 이용자(확인)란은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서명란은 제공기관 관리자(기관장 등)가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태 및 결과 기록 (별지 사용 가능)

승 인 일 자 승 인 번 호 이용자의 상태 및 서비스 결과

☞ 승인일자 및 승인번호 란은 바우처 카드 결제 시 승인일자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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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공고 제     호

20  년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발달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어발달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 대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지정 주체 시장(군수, 구청장)

지정 기간： ~ ’00.00.00까지

총 사업비 억원

  ◦ ○○○ 사업：○○○ 억원
  ◦ △△△ 사업：○○○ 억원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해당 지역내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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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  .  .   ~ 20  .   .   .(0주)

◦ 제출서류 :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장애아동의 보호, 교육, 보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학교 등)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0시 00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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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사 업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등록일

전담관리자 (전화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법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4.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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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제공인력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등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 제출 (각 5부)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330 •

[서식 15호]

서비스 내용 요약서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기타

2. 가정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시도명 시･군･구명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근거

가정방문 
서비스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기타

기관 내 
서비스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기타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가격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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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호]
(앞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기관 대 표 자 :                생년월일 :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기관을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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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언어발달지원 사업 안내”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제안서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사업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 기간 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뜻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서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우처 결제를 위하여 지정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가 제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공기관은 배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공표와 함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법령의 개폐, 정책 변경, 예산액 변경, 기타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기관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인력의 

쾌적한 근무 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으로 추가

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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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보고

제공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법인등록번호

서비스구분
(기관내/방문)

서비스 구분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단가
제공

인력수
단가

제공
인력수

단가
제공

인력수
단가

제공
인력수

단가
제공

인력수

※ 반드시 엑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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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분 2020년 2021년 변경사유

Ⅰ. 사업

개요

사업추진 

체계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 기능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접수(행복e음)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 기능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접수(행복e음)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서비스 중지 사실 

통보

사업관리 

강화

Ⅱ.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사업개요

휴식지원 프로그램

∙ 단순캠프, 소풍형식은 지양하고~구성

 휴식지원 프로그램

∙ 가족캠프,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비장애 형제･
자매 참여 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가능)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체계

- 시군구(읍면동)

•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행복e음)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행복e음)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자격상실(중지) 통보(시·군·구
→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Ⅲ.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연령기준：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연령기준：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

까지 자격 유지

돌봄공백 

해소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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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서비스 즉시지원자 결정(사업시행기관)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 결정 기준>

 시･군･구별로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장애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서비스 즉시지원자 결정(사업시행기관)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 결정 기준>

 시･군･구별로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만 6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가족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도서·벽지 거주, 맞벌이 가족, 보호

자의 질병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7조에 따른 

취약가정 사례 참조

만6세 미만 

우선 선정 

추가 등 

Ⅳ.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관리

장애아 

돌보미 

관리

장애아 돌보미 관리

 보수교육과정

 교육 내용：커리큘럼 별도 안내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의무교육

8시간 중 7시간 이상 필수 참석

 장애아 돌보미 관리

 보수교육과정

 교육 내용：커리큘럼 별도 안내

(성희롱예방교육, 안전보건, 장애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 필수

교육 포함)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의무교육 8시간 

중 7시간 이상 필수 참석

Ⅵ. 
사업시행

기관

사업시행

기관 

인력운영

-인원：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선택사항)

-인원：전담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

(선택사항)

사업량에 
따라 

전담인력 
추가 발생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편성 및 집행

- 사업관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관리비
 • 전담요원：(사업 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천원×00개월(4대보험료･
퇴직금 포함)

 • 보조인력：인원수, 금액은 사업관리비 

범위내에서 지급(4대보험･퇴직금

포함)

 • 홍보비, 출장비, 간담회비 등 행정

부대경비 등

 *기관의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

구입 불가, 지적 시 바로 회수 조치

(컴퓨터, 프린터, 선풍기, 온풍기 등), 

전화기는 돌봄연계 등 사업에 사용시 

구입 가능

☞사업관리비 집행잔액은 돌보미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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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 발생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2  사업 개요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진방향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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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

완화 기준 마련 가능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예  부 소득 330만원, 모 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그러나 실제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지원시간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월 120시간 이내 원칙(코로나 19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치료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2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목표물량 ∙목표：4,005명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 위탁 기간은 2년으로 위탁 종료시 공모선정

사업대상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선정방식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돌보미

관리 

∙지급단가：시간당 8,720원

∙교육시간：40시간(우대자는 20시간 감면 또는 면제)

*우대자：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수교육：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 참석하되,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대상자로 봄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의무교육 8시간 중 7시간 이상 필수 참석

인력운영

∙인원：전담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선택사항)

∙인건비

 전담인력：사업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보조인력：인원수, 금액은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급(4대보험･퇴직금포함)

휴식지원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가족캠프,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 

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가능)

사업평가

∙사업평가 결과, 2년 이상 최하순위 기관은 재위탁 제한 (단, 지자체에 기존 위탁

기관 이외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재위탁 가능)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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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기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사업 담당자

• 시･도 총괄 및 사업 시행 

   자체 사업추진 계획 수립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사업시행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물량 배정

가구 수 배정

   사업시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행복e음)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자격상실(중지) 통보(시·군·구 →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위탁기관

•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장애아돌보미 모집 및 교육 등 돌보미 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및 대상가정 관리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 집행 

사업지원기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사업 운영 지원 및 기관 관리

   매뉴얼 및 교재 개발･보급

   사업담당자 교육 및 관리

   사업실적 평가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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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사업지원기관

사업시행기관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장애아 가정

위탁계약

실적보고 사업지원 관리실적보고
지침시달
국정배정

사업비지출
관리 감독

⑤실적보고

②대상통보

②대상통보

물량배정 ③서비스신청 ④돌보미파견

①지원신청

②지원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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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고려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특별한 경우의 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 3인 이상)가정, 출산모가정(출산직후1년), 

맞벌이 가정,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가정 등 지자체별 다양하게 적용 가능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단, 수급자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요청 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인정 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보관하고 사업지원기관에 월별 현황을 보고

 * 코로나 19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치료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2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2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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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신청방법

 17개 시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별 문의 및 신청

지역 기관･단체명 주소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6길37 208호(장안동)  02-468-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2층 051-790-6125,6122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65 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지회

053-621-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605호)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98번길7(서석동) 
직업지원동 2층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704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60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세종시조치원읍장안길 97-7,1층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오목천동 677) 305호

031-239-6349, 6340

강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27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사회서비스팀

033-255-2491~3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5호

043-237-8304

충남 (사)충청남도 장애인부모회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엔젤스타워 403호

041-338-1762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화린빌딩 4층 063-901-1131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청소년수련원길 2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가족복지팀

061-755-4523

경북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 054-244-9703

경남 (사)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0 유진빌딩 1층 070-7725-3967, 3968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75 4층 064-725-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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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연령기준：만18세 미만 장애아동(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2  선정절차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신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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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신청기간：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2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변동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조사시기：매년 반기별)

* 예시)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

* 소득재조사 결과 판정 전까지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소득 조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붙임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1.52%)를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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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 적용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예  남편소득 330만원, 부인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그러나 실제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정방문 결과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이용자 가구 서약서 및 돌보미의 

사실 확인서 보관)

∙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부부가 농어업 종사자로 가정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 

명세서(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제출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소득증빙 자료(급여명

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 임금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되는 배우자의 소득액 합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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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부양자 조사：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 (해당자만) 

 ∙ 행복e음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

명세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구원수에만 포함함을 유의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예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父(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父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 (매년：반기별)

* 예시)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

 • 매년 전년도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조사를 통해 등급 및 대상 여부 재판정

 단,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래 차상위 

계층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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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기타 법령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결과 등을 적용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통보 (읍･면･동에서 통보 가능)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제공기관에서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로 구분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줌

 시･군･구는 연초에 최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민원인 및 사업시행기관에게 통보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식>

연번 선정일자 성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관계 주소 연락처

 서비스 즉시지원자 결정(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은 아래 기준을 기초로 하여 선정대상자 중에서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를 

구분하여 결정하고 관리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 결정 기준>

 시 군 구별 해당 장애등록 현황, 장애아동 이용시설 분포, 기존 지원대상자 및 대기자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에 지원물량 배정

   *기존(전년도) 지원대상자 중에는 포기자 외에는 우선하여 즉시지원자로 결정

 시 군구별로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만 6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가족(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도서·벽지 거주,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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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도
▵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를 우선 선정, 장애정도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어려

운 아동 우선 고려

∙ 보행 및 이동기술, 의사소통기술, 식사, 화장실사용, 착 탈의 기술 등 파악

▵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지역내 보육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가능 시설 분포 및 접근성

 즉시지원자(지원대상자) 결정 후 중도탈락, 전출 등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자 가정에서 추가로 즉시지원자로 결정하여 지원(대기자 가정을 즉시지원자 결정 후 

시･군･구에 보고)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가능하나 연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일정표에 의거 서비스 계속 제공 가능

 지원시간은 신청자의 희망, 지원한도(아동당 연 720시간)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

 대기가정 관리

 사업시행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수시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대기자 관리에 

철저를 기함(시･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대기자 관리 유지)

<서비스 선정대상자 관리 명부(엑셀)>

선정
일자

성명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생년
월일

성별
보호자
/관계

주소 연락처

결정 내역 조정내역 기타사항 
(긴급 여부 
등 기록)

결정 
내용

결정 
일자

내용 일자

즉시지원
자/대기자

* 조정내역은 포기, 전출 등 변동 및 대기자에서 즉시지원자 기재 등 표기

* 동 자료는 파일로 관리하여 시･군･구와 수시로 자료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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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중지

  중지사유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소득기준 및 장애정도 변경, 연령초과(단, 만 18세 도래시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자격유지), 

유사가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상 통보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중지시기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

   시·군·구는 자격중지 즉시 시·도 및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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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관리

1  장애아 돌보미 자격 기준

 참가대상：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우대사항：특수 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 시간 감면 적용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에 준하여 확인)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는 해당 장애아동의 

돌보미가 될 수 없음 

 결격사유 조회 절차

  시행기관은 장애아 돌보미 서류심사 및 면접통과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시･도에 공문으로 조회 요청

    * 단 결격사유 ①,②는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시행기관에서 직접 확인

  시･도는 결격사유 ③,④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 및 ⑤,⑥,⑦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 공문으로 조회 요청하여 조회 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

  시행기관은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선발 및 양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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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 돌보미 모집 및 선발

 신청서류

 장애아돌보미 지원서[서식 2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3호]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제출

    * 아동을 접촉하는 돌보미의 특성상 매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을 제출할 것.

   **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B형간염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 B형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격리 대상 질환이 아니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돌봄 활동의 제한대상 아니나, 비활동성인 경우에만 활동 가능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서식 4호] 

 신청방법：사업시행기관에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한 사람에게 장애아 돌보미 양성 교육 신청 접수증 발급

 서류심사 및 면접

 접수 서류심사(1차)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등에 대해 심사[서식 5호]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1인 이상(장애아 특수교육 및 복지

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양성교육자로 선발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1년간 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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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 돌보미 양성

 양성방법：사업시행기관별 자체 모집 양성교육 실시

 서비스 파견 지역 범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

 양성교육과정

 교육 시간：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

 *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양성교육 감면 기준>

교육시간 우대자 자격기준 비고

총 20시간

(이론10시간+

실습10시간)

∙ 특수 교사, 사회복지사

∙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 아이돌보미 경력자(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면제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교육 내용：커리큘럼 별도 안내

 강사 기준

 ∙ 전문교육

  ▵특수교육･재활교육･사회복지학･가정학･상담학 등 석사이상으로 3년 이상 경험자 

  ▵특수교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험자

 ∙ 교양교육 등

  ▵부모 응대예절, 아동인권 교육 등 기타교육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된 자를 

활용(복지관 등 공공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소속)

 수료조건：이론교육 80%이상 출석, 실습 100% 이수

 수료증 수여

 돌보미 중도 탈락 및 포기 인원 발생 등으로 추가 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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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아 돌보미 관리

 보수교육과정

 교육 대상：기관에 등록된 장애아돌보미 모두 해당

 보수교육：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 참석하되,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대상자로 봄 

* 월례회 및 간담회와 함께 실시 가능하나, 월례회 및 간담회 참여 시간은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다만, 활동보조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당해연도에 해당 직무에서 돌봄 관련 보수교육 이수시 

50%(4시간) 인정 (교육 이수 증빙자료 첨부) 

 교육 내용：커리큘럼 별도 안내(성희롱예방교육, 안전보건, 장애인식개선, 개인정

보보호교육 등 법정 필수교육 포함)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의무교육 8시간 중 7시간 이상 필수 참석

 참가확인서 발급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실시

 실시 대상 

 • 양성교육을 수료한 신규 양성자

 • 활동중지 등으로 활동기간에 공백이 발생한 돌보미 등(서비스 연계 전 필수)

 실시 시간：1회당 2시간 이상

 실시 내용

 • 활동실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 장애아돌봄관련 토의 및 질의응답

 • 장애아돌보미 활동서약서 작성 등

 실시 방법：사업시행기관 전담인력이 진행(돌보미 집합 또는 개별 실시)

 장애아돌보미 등록：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돌보미를 장애아돌보미로 등록하고 장애아

돌보미 신분증[서식 11호]을 발급

 * 신분증은 활동시에 반드시 지참하도록 지도

 참가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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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아 돌보미 수당 지급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산정(2시간 초과 

서비스 제공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은 돌보미가 서비스장소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이동시간 미포함)

 ※ 단, 평균 2시간 이상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보관 관리

 지급단가：시간당 8,720원

 교통비 지급기준：1일 1회(2시간 이상) 기준, 동일 시･군･구 3,000원, 타 시･군･구 4,000원, 

이동시간 1시간 이상 5,000원(타 시･군･구)을 초과할 수 없음

 돌보미는 활동 종료후 반드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지의 제출은 활동비 

청구로 간주

 * 활동일지는 장부와 전산시스템을 병행하여 관리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 활동내용 확인 후 월별로 급여 지급

 돌보미 급여 지급 일시：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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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아 돌보미의 역할

1  주요임무

 기본임무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가사활동은 제외,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장애아돌보미 1명당 돌볼 수 있는 장애아동 인원 수

 1: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가정과 

협의하여 결정 가능. 단, 동일시간대 장애아동은 최대 2명까지 돌볼 수 있음

  * 단, 형제·자매는 장애아동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장애아동과 돌보미 인력이 연결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하고,

 장애아동과 돌보미 인력의 연결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사)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임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돌보미가 연결될때까

지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돌보미 추가 확보 필요)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사용,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조부모 등이 

노환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급식할 수 있음

 이용자에게 장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중 응급처치는 가능하나 의료행위는 절대 불가(의료법 위반)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 해당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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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돌보미 준수사항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정에 활동일지에 작성된 활동상황을 고지

 활동일지 원본은 1개월 단위로 센터에 방문, 이메일 등으로 말일까지 제출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부모에게 확인 

받아야 함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실무자에게 보고

 실무자 업무시간 이후 장애아돌보미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후 3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함

 돌보미는 이용 가정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것

3  장애아돌보미 연계중지

 연계중지 사유

 스스로 4개월 이상 연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사업수행기관은 3개월 이상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장애아돌보미에게 연계중지 

대상자로 간주됨을 통보 

 * 다만, 장애아동과 연계가 되지 않거나, 서비스이용아동의 거부(취소)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돌보미 본인 의사확인(면담)을 거쳐야 함

4  장애아돌보미 활동중지

 활동중지 사유

 장애아돌보미가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

 활동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허위로 보고할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이 자체 계약하여 활동을 한 경우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동일건에 대하여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장애아 돌보미 활동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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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중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가정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활동중지 처리방안

 활동중지 기간：1년의 범위 내에서 시 도와 협의하여 결정

 활동중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돌보미의 위반사항 확인 등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활동중지를 3회 이상 받은 돌보미의 경우 자격 취소 및 돌보미 신분증 회수

 활동중지 기간 완료 후 해당 돌보미가 활동 재개를 원할 경우 돌보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활동기간, 역량 등에 따라 실습 10시간 이상 적용 가능(오리엔테이션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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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업시행기관

1  사업시행기관 선정

 선정주체：시･도
 선정원칙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

  ∙ 단,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현장지도 결과, 사업수행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계약 중도해지 가능

 위탁 기간은 2년으로 위탁 종료시 공모선정

  ∙ 단,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행기관 위탁 계약은 3년까지 가능

 * 사업수행 평가결과는 사업시행기관 재위탁시 반영 필요

 선정절차

공고 ･ 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통보 운영위탁

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위탁

기준, 위탁내용, 

신청시 필요서류 등

 법인･비영리단체

∙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허가증

∙ 단체등록증

 5인 이상 장애아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평가기준 사업수행

역량, 사업시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자치단체장은 지정 

통지 후 1주일 이내 

운영위탁계약 체결

 * 위탁취소사유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 사업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선정심사기준

 사업수행역량

 ∙ 서비스 파견지역 범위, 양질의 돌보미 확보 및 양성･관리능력

 ∙ 관련 단체･기관 등 지역사회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동사업의 활용능력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 가족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 장애아가족의 문제 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능력(상담인력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자부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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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관의 역할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사업홍보, 돌보미 모집 및 교육실시

 수혜가구의 요청 내용에 상응하는 돌보미 연계

 활동일지 정리 및 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

 돌보미 정례모임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돌보미 급여 정산, 지급

 돌보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돌보미 파견현황 등 사업실적 보고 등

 전담(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자조모임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장애아가족 교육프로그램(장애아부모･비장애형제자매 교육 등)

3  사업시행기관 인력운영

 인원：전담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선택사항)

 인건비

 전담인력：사업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

(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부담금 별도)

 보조인력：사업관리비 범위내에서 지급

(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부담금 별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수는 기관별로 조정

 자격요건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전공 등 동 사업 관련 분야 학사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험자 중심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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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사업시행기관 역할과 동일

 기관별로 업무분장을 통해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의 임무 구분

 * 보수를 받는 전담인력이 동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담당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다른 업무를 담당할 경우 

기관 자격 박탈

4  장애아 돌보미 관리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와 개별적으로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현장점검 등 모니터 실시

 보조인력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 파견 및 점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후 서비스 질 관리 

 * 현장 방문 시 사업관리비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

5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사업추진현황 보고

 보고내용 

 ∙ 서비스 연계 현황, 이용가정 현황, 돌보미 활동 현황 등 사업 추진 실적

 보고시기 

 ∙ 사업시행기관은 매월 10일까지 해당시･도 및 사업지원기관에 전월 사업 실적 보고

 ∙ 사업지원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취합하여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예산집행실적 보고

 보고내용

 ∙ 돌보미 수당, 휴식지원프로그램, 교육비, 관리비 예산집행실적 및 집행율

 보고시기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시･도 및 사업지원기관에 분기별 예산

집행실적 보고

 ∙ 사업지원기관은 취합하여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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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강화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아 돌보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철저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사항에 관한 교육 철저

 비상연락망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실시

 장애아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장애아 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

7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전담인력, 부모, 돌보미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

하여야 하며 부모에게 [서식 13호]에 의한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야 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14호]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장애아돌보미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시･도는 중대사고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 관리

8  시･도：지도･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시･도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사업시행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및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등 고발 접수 또는 관련 

정황을 인식한 경우 현장점검 수행 후 보건복지부에 즉시 결과 보고, 이 경우 정기

점검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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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평가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5명 이내

 구성：당연직* 2인, 장애아가족 또는 복지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 3인

* 당연직：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2  운영방법

 사업지기관：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가실시：상･하반기 평가결과 산술평가점수가 최종 성적

 * 평가방법, 평가실시기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평가기준(지표별 가중치 별도 결정)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유관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및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결과 환류：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여부 결정 기준, 예산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하위

평가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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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산 집행 및 정산

1  수입 지출의 기본원칙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통해서 관리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기타 예산 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에 의거 집행

 * 지출결의서는 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한 후 내부결재 득함

 물품구매(10만원 이상), 공사(50만원 이상), 기타(1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1개 

이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품의 후 지출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3만원 이상 지출시 간이영수증 증빙 금지)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도는 사업시행기관에 돌보미 인건비 등 사업비 지급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 일일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월별로 돌보미 계좌로 입금

 관계공무원은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시･도는 항목별 예산의 부족시 휴식지원프로그램 및 사업관리비는 제외하고 다른 

항목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예산변경시 시·도 승인 필요, 단, 불가피하게 

사업관리비로 변경 승인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보건복지부(사업지원기관)로 보고 

 예산 기준(시도별 물량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돌보미 수당：(시도 배정)가구 × 720시간 × 10,130원(주휴수당 등 포함)

 * 시간당 단가는 8,720원임

** 배정 사업량의 2∼5%는 긴급한 사유의 가정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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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집행기준>

 긴급돌봄서비스：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수요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고려하여 배정. 단, 3분기까지 수요가 없을 경우 3분기 내에 일반

으로 전환하여 배정완료할 것

 돌보미 4대보험료：(시도 배정)돌보미 수 × 43.2천원 × 12개월

 ∙ 배상･상해보험：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

기관은 배상･상해보험 가입 등 보상대책 마련(단, 상해보험은 4대보험으로 갈음)

 돌보미 교통비：월3,150건* × 3,000원 × 12개월

 * 장거리 교통비 지원금으로 건당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후 지급

 휴식지원프로그램：1가구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비용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강사비, 임차비, 교통비, 식비 등 기준표에 의거 산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 가능

☞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은 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교육비：교육비 범위내에서 신규교육, 돌보미 보수교육, 교육장 임차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

☞ 교육비 집행잔액은 돌보미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

 사업관리비

 ∙ 전담요원：(사업 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천원×00개월(4대보험료･퇴직금 포함)

 ∙ 보조인력：인원수, 금액은 사업관리비 범위내에서 지급(4대보험･퇴직금포함)

 ∙ 홍보비, 출장비, 간담회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

 * 기관의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 지적 시 바로 회수 조치(컴퓨터, 프린터, 선풍기, 

온풍기 등), 전화기는 돌봄연계 등 사업에 사용시 구입 가능

☞ 사업관리비 집행잔액은 돌보미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

 ∙ 장애아돌보미 고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 준수 관련 발생 비용에 대해 사업관리비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지자체가 보조가능(단, 법인 전체 고용규모가 아닌 장애아돌보미(월 60시간 이상 근로) 

고용규모에 따른 법적 의무 범위 내)

 사업비 정산 시 세부 집행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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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적용(e나라도움)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국고보조금 예탁기관에 예치

 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및 집행

 *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 및 지출행위 승인 후 집행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료

 시･도별 상반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연초 확정 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 

가능(관련증빙서류 비치)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관리 및 운영

(특히 회계관리를 모(母)법인에서 겸임하고 있는 기관)

4  부당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시･도지사는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돌보미에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돌보미 또는 지원 대상 가정의 가구원은 돌보미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가구나 돌보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돌보미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사업시행기관과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사업시행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돌보미 및 사업시행기관은 2년간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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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시･도 및 사업

지원기관에 제출

 사업지원기관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사업시행기관은 12월 31일까지 지급원인행위를 완료 및 집행

 시･도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는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국고잔액 반납：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

 회계 및 소관：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관련 서식(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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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복지법 제3조 제7호)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방임：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복지법 제3조 제7호)

∙ 물리적 방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 교육적 방임(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 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390 •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신고 접수(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및 학대혐의판단
사례개입

(아동보호 및 행위자 처벌 등)

종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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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산 집행 및 정산

 • 393

[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직업

직장
명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
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
여
계
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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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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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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ㆍ중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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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통신

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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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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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

계등록전산정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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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

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

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

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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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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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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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

적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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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

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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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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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ㆍ공공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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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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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기타(타법의료

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

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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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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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ㆍ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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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

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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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호]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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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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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특별자치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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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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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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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
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 399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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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대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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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입금액 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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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4조, ｢아이
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
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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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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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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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이용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가구정보, 재산정보, 서비스 이용 이력

서비스 이용자 자격관리, 
서비스 지불･정산 

서비스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번호
서비스 이용자 자격관리, 

서비스 지불･정산 
서비스 이용기간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 인지능력, 일상생활 능력, 
약물복용, 사회관계정보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서비스 이용기간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실적 관리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가구정보
서비스 이용기간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 귀하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 401

[서식 2호]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접수번호：        )

신

청

자

    성        명 성  별

칼  라
사  진 

(3.5×4.5cm)

    주민등록번호 나  이 만    세

    연   락   처

    이   메   일

    거주지  주소

활

동

관

련

사

항

   활동가능지역

   활동가능시간
  □ 정기적  <           요일   시 ~    시 (총    시간) >
  □ 언제든지

활동희망장소   □ ①서비스 이용자 가정  □ ②돌보미 가정  □ ①과② 모두 가능

활동희망대상   □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 뇌병변장애    □모두

활동참여경로   □ 관련신문      □ 인터넷      □ 주변권유      □기타 (             )

자   격   증   (                  급 )      □ 기타 (                            )

결격여부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예, 아니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지원동기

기타사항(관련 활동 경험 및 이력사항)

기  간 활  동  사  항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서류
※ 1.주민등록등본 1부,  2.건강진단서 1부(면접통과 후 제출), 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4.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5. 경력증명서 및 자원봉사관련 증빙서류

       (사업 시행기관)        귀중

본인은 장애아 돌보미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돌보미 자격판정 자료(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활동사항, 경력정보, 질병관련 이력등), 개인이력 등 

□ 수집정보 활용：장애아 돌보미 관리, 자격관리, 돌보미 활동관리, 장애아 돌보미 급여정산 및 만족도조사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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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 장애아돌보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

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자격증, 교육이력, 사회보험 등) 

  2. 수집정보 활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용을 위한 서비스의 지불･정산, 만족도 조사, 근로

여건 조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기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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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에 준하여 확인)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⑧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① 성명    ② 연락처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거주지 및 등록기준지)

본인은 장애아돌보미 활동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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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장애아돌보미 선발･심사 기준
접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

점

평가요소 내    용 위원평가점수

 가. 자질

 지원동기등 돌보미 활동에 대한 의지

 인성(돌보미로 활동하기에 적절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가)

건강상태

25 20 15 10 5

 나. 관련활동 경험 및 
전문성

 장애인, 사회복지업무, 아동양육 등 

관련 전문 지식

장애아동 보육경험 여부 

유사활동 경력

25 20 15 10 5

 다. 봉사성, 적극성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장애아 가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활동 계획

봉사정신, 적극적인 태도

25 20 15 10 5

 라. 지속활동 가능성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 

25 20 15 10 5

합     계   /100점
 ※ 시 도지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발 심사 기준 및 배점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심사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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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교육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

이   름 주  소 핸드폰 이메일 교육시간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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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Email 연 락 처
집 :

휴대전화 :

주    소

비    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접   수   증

○ 교육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접수번호 성  명 교육과정 비고

40시간(      )

20시간(      ) 

문의：0000000000 / 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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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교육대상자 출석부

          날짜 

번호    이름

출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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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교  육  과  정  명 :

교   육   기   관 :

 

  위 사람은  ○○○에서 실시한 장애아돌보미 양성과정 20시간/40시간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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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명부

수료번호 이   름 연 락 처
양성교육

기수
양성교육
수료시간

수료증수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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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앞면)

장애아 돌보미 신분증

사 진

보건복지부 로고     기관 로고

(뒷면)

 NO.

장애아 돌보미 신분증

 소    속 :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기관장

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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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장애아돌보미 등록 대장

돌보미
등록
번호

이름
주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지
자격증

활동 
가능 
지역

활동 
가능 

시간대

양성
교육

수료일

활동실무
오리엔
테이션 
이수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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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응급처치 동의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장애아 돌보미와 사업시행기관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응급처치 절차 >

  1.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보호자께 연락합니다.

              (이 름)              (시간/기간)              (전화번호)

    보호자               와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와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2. 보호자와 신속하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께서 정해주신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이 름)           (전화번호)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3.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보호자가 정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응급수송 할 것입니다.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주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보험 종류

              번호

              병원(병원 명과 전화번호 기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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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호]

사 고 보 고 서

기 관 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상해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시간          am/pm

목격자명 부모에게 연락한 사항

연락시간          am/pm 119신고여부 □안함 □신고함 (am/pm)

사고발생 장소
 □ 화장실 □ 거실 □ 주방 □ 외출중

 □ 실외놀이터 □ 이동중 □기타 (      )

사고당시 

활동내용

 □ 목욕 및 배변시간 □ 학습활동 □ 집안자유놀이

 □ 식사/간식시간 □ 실외자유놀이 □ 등하원, 외출지도시

 □ 기타 (              )

상해의 유형

 □ 화상     □ 쇼크/질식 □ 추락/강타 □ 물체에 끼임 

 □ 찢어짐   □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  □ 압박, 눌림 

 □ 베임     □ 찰과상(벗겨짐) □ 삠 □ 중독 

 □ 호흡곤란 □ 기타 (                )

상해를 입은 다른 형제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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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 바닥으로 떨어짐： 떨어진 높이 약       m 

바닥의 형태： 
 □ 뛰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짐 □ 다른 형제와 장난,다툼

 □ 외부충격(사람,차,자전거 등) □ 바퀴달린 탈것 

    (인라인 스케이트 등)

 □ 물체에 의해 다침 □ 음식물에 의한 질식 

 □ 곤충에 물리거나 쏘임 □ 동물에게 물림 

 □ 열, 추위에 노출 □ 기타 (              )

다친 부위

(좌, 우 표시)

 □ 머리   □ 눈( L ,R )    □ 귀( L, R )   □ 코      □ 입  

 □ 목     □ 가슴          □ 등       □ 배
 □ 엉덩이( L, R )   □ 생식기         

 □ 팔( L, R )       □ 손( L, R )

 □ 다리( L, R )     □ 발( L, R )

 장애아돌보미가 행한 응급처치 

 (상술 예: 압박붕대, 세척, 붕대, 위로 등)    

응급처치자      의료기관 진료여부  □ 안함    □ 함

의료기관

진료를 한 경우

 □ 외래 진료를 받음(예：진료실, 응급실)

 □ 입원 ( 밤새 혹은         시간  )

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추후 계획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정활동  

장애아돌보미서명                  (인)      날짜：     .     .     am/pm

전담자 서명                  (인)      날짜：     .     .     am/pm

부모서명                  (인)      날짜：     .     .     a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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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호]

모니터링 기록표

보호자 성명 장애아동성명

조  사  자 작 성 일 자

* 이용자 의견조사

항            목 구체적인 내용

계획한 일정 및 시간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서비스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로 주 양육자의 휴식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이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 기타 이용자의견

* 모니터링 조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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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호]

이용자 만족도 질문지

서비스 이용 일시：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아래의 질문들은 더 나은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느낀 그대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솔직담백한 의견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돌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

  서비스 이용자：                                  담당 돌보미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형태
□ 정기적    □ 비정기적

아동의 연령 세 장애유형 급 이용 서비스        

항   목 (서술해 주시거나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세요)

1
원하는 때에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연결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장애아돌보미의 태도, 복장, 청결상태는 

양호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3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장애아돌보미의 돌봄으로 아동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서비스 이용으로 보호자의 여가시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6

전반적인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

하였는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

8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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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호]

장애아돌보미 연계상황부

일련
번호

날짜

돌보미
성명

(신분증
번호)

보호자
성명

대상아동
성명

(장애유형)

대상
아동
성별

돌봄
장소

활동
시작
일시

활동
종료
일시

총활동
시간

활동
급여

활동일지
제출일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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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호]

※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기재란

사업시행기관명 관리번호

활  동  일  지

                                                        아 동 명： 
                                                        돌 보 미：           (인)

활동 
일시

활동시간 장소 활동 내용
인계한 보호자

(자필서명)

       (인)

       (인)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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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호]

장애아돌보미 활동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준수사항들을 엄수하여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장애아돌보미는 보호자와 아동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2. 장애아돌보미는 반드시 활동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해당 가정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3. 장애아돌보미는 대상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 

4.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시작과 종료 시 보호자에게 아동을 안전하게 인계한 후 활동을 

종료하여야 한다.

5.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개시 및 종료 시 그 사실을 사업기관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중 절대로 음주나 흡연 및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행위를 할 수 없다.

7. 장애아돌보미는 이용자 자녀의 안전사고 및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 발생 및 아동학대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고대체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8.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중 보호자의 승인이 없거나 대체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혼자 두고 절대 무단이탈을 할 수 없다.

9.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후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10. 장애아돌보미는 돌보는 과정 중 알게 되는 아동이나 대상가정의 사적인 사항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한다. 장애아돌보미의 아동정보 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장애아돌보미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양성교육 후 이뤄지는 보수교육, 정례모임등 활동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2. 모든 항목의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장애아돌보미 활동을 제한 또는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함.

     20  년   월   일

                                장애아돌보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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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호]

이용자가족 서약서 

  본인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반드시 장애아

돌보미에게 알려야 한다. 

2. 장애아돌보미에게 당초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이외의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3.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장애아

돌보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4. 장애아돌보미의 지원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장애아돌보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5. 서비스신청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6. 장애아돌보미 활동 중 발생한 문제들은 장애아돌보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장애아돌보미간에 해결한다.

7.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각 가정의 사정변경(이사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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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1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계획서
(기관명：                )

□ 양성교육 일정：2021년 ○월 ○일～○월 ○일

   * 이론, 실습 각각의 기간 기재

□ 장    소：
   * 이론은 강의 장소 기재, 실습은 실습기관 기재

□ 모집인원：    명 

□ 목표인원：    명

□ 양성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소  속 비 고

1

2

3

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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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2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양성교육 일정：20  년 ○월 ○일 ~ ○월 ○일

   * 이론, 실습 각각의 기간 기재

□ 장    소：
   * 이론은 강의 장소 기재, 실습은 실습기관 기재

□ 모집인원：    명 

□ 양성인원：    명
□ 양성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소  속 비고

1

2

□ 장애아돌보미 교육참여 현황 
 (단위 명)

구 분 교육신청 교육참여 교육수료

* 40시간 대상자, 우대자 20시간 대상자 구분하여 기재

□ 미수료생 발생 사유(미수료생=교육참여자 수교육수료자 수)

예) 교육 내용의 어려움에 따른 포기 1명, 출석률 미달 3명

□ 미수료생 발생 사유(미수료생=교육참여자 수교육수료자 수)

* 만족도 설문지：5.0점 리커트 척도 5문항 이하로 구성. 평균 점수를 기재하고 주관적인 의견은 

아래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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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3호]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계획서
(기관명：                )

□ 보수교육 일시：20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주    제 :

□ 보수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소  속 비고

1

2

3

□ 보수교육 참석 예상 인원
(단위：명)

참석 예상 인원 / 기관 소속 돌보미 총 인원

                 명/                  명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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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4호]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

□ 보수교육 일시：20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주    제 :

□ 보수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소  속 비고

1

2

3

□ 보수교육 참석 인원

참석인원 / 기관 소속 돌보미 총 인원

                  명/                    명

□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설문지：5.0점 리커트 척도 5문항 이하로 구성. 평균 점수를 기재하고 주관적인 의견은 

아래 서술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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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관명(시도)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시 도지사(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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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호]

사  업  계  획  서

Ⅰ. 개 요

 □ 추진 방향 

  

 □ 사업 기간

 □ 사업 규모 

총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 ･도 시 ･군

   돌보미 및 지원대상 가정 

지원대상 가구수(배정현황) 돌보미 인원수(예정)

합  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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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개요

   선정방법 결과

     * 사업시행기관 교체시 작성

 □ 지원 대상 가정 조사 및 선정 계획

   

 □ 장애아돌보미 모집 선정 계획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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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비 사용 계획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 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 계

사업비

돌보미수당

돌보미

교육비

휴식지원

프로그램운영
 

소계

사업

관리비

인건비

보험료

홍보비

기타

소계

Ⅳ. 기타 참고사항(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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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월 실적 보고서
(기관명：                  )

☐ 지원대상 가정 및 장애아돌보미 현황
 (단위：명)

월별

선정된 가정 장애아 돌보미

전월서비스
대상가정(1)

신규선정 
(2)

포기 및 
탈락(3)

서비스
대상가정(4)

전월 
활동가능 
돌보미

신규선정
포기 및 

탈락
활동가능
돌보미

* 서비스대상 가정은 선정된 가구 수임, 서비스신청 가구 수 아님 (1) +(2)  (3) = (4)

* 서비스가 종료된(시간을 다 이용한 가정)은 표 밑에 기재 (예 종료가정 ◯가정)

☐ 사업운영 현황

서비스신청 가정 신청건수 연계가정 연계건수

건 수

* 서비스신청 가정은 선정가구 수 아님. 선정가구 중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수만 기재할 것

*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수 중에서 연계가 된 가정 수만 기재할 것 (건수도 동일)

* 서비스 신청 가정 수와 연계가정 수는 다를 수 있음

☐ 이용가정환경별 현황1

유 형 일 반 한부모 조손가정 결혼이민자가정 기타 계

건 수

가정 수 

* 기타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내용을 기재할 것

* 계는 연계건수와 연계가정 수와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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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정환경별 현황2

유 형 양육자장애 양육자 질병 기타 계

건   수

가정 수 

* 기타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내용을 기재할 것

* 계는 연계건수와 연계가정 수와 동일할 것

☐ 서비스 장소별 현황

이용가정내 돌봄 돌보미 가정내 돌봄 교육기관내 돌봄 이동 기타 계

건 수

* 기타 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기재할 것

* 중복체크 불가 

   이용가정 내 돌보다가 산책을 했을 경우 이용가정 내 돌봄으로 체크

   중복 일 경우는 많은 시간을 돌본 장소로 체크

   이용가정 내 돌봄( 돌보미 가정 내 돌봄, 교육기관내 돌봄)과 이동이 중복일 경우 이용가정 내 돌봄 (돌보미 

가정 내 돌봄, 교육기관 내 돌봄)으로 체크

    예) 가정이 2시간은 이용자가정 내 돌봄을 원하고 2시간은 돌보미 가정 내 돌봄을 원할 경우 건수를 

2건으로 하고 개별체크

☐ 시간대별 이용 현황 (중복체크)

오   전
(06:00~12:00)

오   후
(12:00~18:00)

저  녁
(18:00~22:00)

심  야
(22:00~06:00)

계

당 월

  

*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한 경우 오전, 오후 양쪽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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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별 이용현황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계

건 수

☐ 이용 시간별 현황

2시간 3시간 4시간 4~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건 수

☐ 이용아동연령 현황

만3세 미만 만3세~만5세 만6세~만11세 만12세~만18세 미만 계

건 수

명 수   

* 이용자가정 돌봄 대상 가정이 2명일 경우 각 연령대에 체크

(장애자녀 두명 가정 ◯가정 이라는 내용을 표 밑에 작성할 것)

☐ 장애별 이용현황

장애유형
 기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계

명 수

* 기타 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기재할 것

☐ 돌봄 형태 현황

임시  보육 양육 보조 계

건 수

* 임시보육은 양육자 부재시 장애아돌보미가 보육하는 경우

(참고：양육자가 가정 내 있지만 아동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

예질병으로 누워있는 경우    

* 양육보조는 양육자와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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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정 사유별 현황

직장근무 교육참여 병원치료 여가활동 양육보조 집안행사 기타 계

건 수
  

*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체크 (대상아동의 이유가 아님)

☐ 이용 내용별 현황 (장애아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부모지원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

계일상생활

지원

외출산책

(장애아돌보미와
함께한 활동

치료동반

(통학지원, 복지관, 병원 
등 이동위주 지원)

신변처리 학습 및 놀이

건수

(중복체크)   

* 일상생활지원은 혼자서 하지 못하는 활동을 아동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도와주는 경우

(예  밥을 혼자서 못 먹는 경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경우,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지 못하

는 경우 지도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지도가 가능한 아동일 경우

* 신변처리는 아동의 일상생활이나 신변처리를 장애아돌보미가 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지도가 가능하지 않은 아동일 경우

☐ 연계사업 현황 (단위：가정 수)

기관명 부모교육 문화 상담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기타 계

* 기타내용 표 밑에 기재할 것

* 사업시행기관 및 타기관 연계가능

*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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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미 활동현황

월별 총 활동인원수/총인원 활동시간 총 활동비 총 교통비

(    )월

(    )월

누계

평균

☐ 돌보미 활동비 현황 (단위：명)

월별 20만원 이하
20초과 ~

40만원 이하
40초과 ~

60만원 이하
60초과 ~

80만원 이하
80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계

(  )월

(  )월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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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지원프로그램 (이달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만 기재)

1. 일정

일 시 장 소 프로그램명 비 고

2. 참석인원

구분 장애아동 장애아동가족 자원봉사자 기관종사자 기타 계 비고

인원 수

3. 세부프로그램

시 간 장 소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기 타

4. 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결과

□ 특이 사항

사업운영현황에 대한 사항기재(사업운영 시 어려움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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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지원대상 가정 현황

연번

일자
보호자
성명

아동
성명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용현황

비고
선정일

탈락 및 
포기일

배정
시간

이용
시간

이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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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장애아돌보미 활동현황

연번
일자

성명 성별 연령
활동현황

비고
선정일 탈락 및 포기일 활동시간 활동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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