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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www.4060job.or.kr
기관명

연락처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02-6021-1100

노사발전재단 서부센터

02-3488-1900

무역협회

02-6000-5396~7

전국경제인연합회
		

02-6336-0613, 0615
02-3771-0485, 0366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92~5

대한은퇴자협회

02-456-0308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122~24

노사발전재단 인천센터

032-260-3800

노사발전재단 경기센터
평택상공회의소

031-8014-8500
(국번 없이) 1899-1495

고양상공회의소

031-969-5817

안산상공회의소

031-410-3030

노사발전재단 강원센터

033-735-0967~8

대전경총

042-253-705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32-1563~4

충북경총

043-221-1397~8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40대 이상 퇴직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051-860-1300

자 또는 퇴직 예정자가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

부산경총
		

051-647-0452~3
051-647-0457~8

경남경총

055-263-0283

양산울산경총

052-277-9491~3

노사발전재단 대구센터

053-550-3000

경북경총
		

054-461-5519~20
054-461-5579

경북동부경총

054-727-2022~3

광주경총

062-654-3430~1

노사발전재단 전주센터

063-222-1480

용 조정을 앞둔 사업주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2
061-242-8590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총

061-725-7040

노사발전재단 제주센터

064-710-4501

재취업, 창업, 생애 설계 지원 등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일자리 관련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전국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직접 방
문하거나 장년 일자리 희망넷(www.4060
job.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과 창
업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
하고 있으니,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서
비스를 받아보세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40대 이상의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는 물론, 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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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전국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목록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지역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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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지원해드려요.

시니어
창업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체계적으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시니어 기술창업스쿨과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서

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체계적으로 인생

중장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또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내방(유선) 상담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장

창업자라면 심사를 통해 창업 관련 교육이나 사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나요?

중장년 퇴직자(퇴직 예정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지원 절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예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년 취업아카데미에서는 생애 재설계 멘토링과 기

훈련 진행 과정

본역량 강화교육, 기업맞춤형 훈련지원을 통해
경력 진단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 공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교육 또는
센터 회원 가입 신청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00시간 이상
업종별(제조·지식 서비스 등) 실전 창업 교육과 사무 공
간·자문·상담 등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완료 후 교육
또는 센터 이용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만 40세 이상 실업자 또는 재직 근로자
중 전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2개월(200시간)
이상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생애 재설계 멘토링

기본역량 강화교육

기업맞춤 취업훈련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사무 공간 장기
임대는 창업넷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
터(1357)에서 안내하는 센터별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또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로 방문하시면 창업 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리어코칭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때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2015년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현황 :
창업넷 ▶ 창업 지원 ▶ 교육기관 지정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취업 및 사후관리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042-480-4387,
4388

✽ 2015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현황 :
창업넷 ▶ 창업 지원 ▶ 센터 지정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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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의 진로와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중소기업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장년취업
인턴제

장년취업인턴제를 통해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에
게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턴 신청일 현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장년 근로자가 스스로

재 취업 상태가 아닌 만 50세 이상이면
장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
다. 단, 신청자가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50세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직장 생활, 경력 사항들을 돌아
보고, 직장 내의 진로와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설

족 관계이거나 노인 일자리와 같이 다른 재정 지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합니다. 총 1~3일 과정(일반과정I(1일), 일반과정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중장

제한됩니다.

II(2일), 집중과정(3일)으로 진행하며, 노사발전재

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

단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역센터(9개)에서

넷(www.lifeplan.or.kr)을 통해 신청

전문 컨설턴트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
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벤

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제공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02-6021-1145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
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50세 근로자는 우선 지원 대상자이며, 올해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첫해로 만 50세가 넘
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처기업이나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
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습

참여를 원하는 장년 구직자
또는 기업은 전국의 장년취업인턴제 운영기
관에 신청하거나 장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
www.work.go.kr / seniorIntern
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니다. 또한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
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부동산
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요?

기초직무능력
진단

개인별
경력자산 도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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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연장을 위한 향후
경력개발 계획 수립
(향후 진로, 교육 등
필요사항 점검)

개인별 경력관리
계획 작성
(워크북 제공)

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장년취업인턴제를 실
시하는 기업에는 인턴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월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장년인턴제 웹사이트 ▶ 사업소
개 ▶ 운영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전일제 기준)을 지급하며, 정규직으로 채
용 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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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청년이 일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임금
피크제
임금피크제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준감액률
이상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
세소득 제외) 기준

급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을 하는 제
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을 연
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인 ‘정년연

장형’, 정년퇴직을 한 후 재고용하면서 임
금을 줄이는 방식인 ‘재고용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
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과 근로시
간을 모두 줄이는 ‘근로시간단축형’ 3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의 동
의를 얻어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
사는 제도 실시 여부를 단체협약, 취업규
칙 등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 정년연장형의 기준감액률은 1년 차 10%, 2년 차 15%, 3년
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 10%)이며,
재고용형은 20%(300인 미만 연차 구분 없이 10%), 근로시
간 단축형의 기준감액률은 30%입니다.

정년연장형은 피크임금 대비 80~90%(300
인 미만 사업장은 9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
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5년간 연
720~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재고용형은 피크임금 대비 80%(300인 미만 사
업장은 9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근로시간단축형은 피크임금 대비 7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서를 주거지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최대 5년간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도 근로시
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임금 감액 여부 확인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

1350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근로자별로 작
성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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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신체 건강하신 분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는
안전 지킴이에 지원해보세요.

아동 안전
지킴이

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을 집중 순찰하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보호하는 아동 안전 지

아동 안전 지킴이는 월 20일, 1일 3시

킴이를 선발하고 지원합니다. 재향경우회, 대

간 활동하게 되며, 활동 수당으로 월

한노인회 회원 중 만 60세부터 만 7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신 분이나 경찰, 학
교, 군, 소방, 교사 등으로 10년 이상 근
무하신 분 중 만 55세 이상 어르신은 모
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334,800원과 간식비 월 20,000원을 드
립니다. 또한 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겨울 모자와 호루라기,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하고, 민간상해보험(활
동 중 사망, 상해, 장해 시 최고 5천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 한도)에
가입해드립니다. 유급 휴무는 물론 표
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
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
교육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대 간에 정서적 교감을 나누어왔습니다. 아름다

되어 유아들을 대상으로 옛날이야기 구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 3회(3개

아동 안전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시면

소)씩 30주, 총 90번의 활동을 수행하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재향경우회, 대

1회 파견 시마다 활동비 35,000원을 지

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

원합니다.

면 됩니다.

선발된 이야기 할머니는 68시간 교육을

운 이야기 할머니는 한국적 정서를 담은 옛날이야

이수한 후, 전국 유아교육 기관에 파견

기를 이야기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56세 이상 70세 이하 여

성이라면 학력, 경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선
발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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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맞이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연장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연장지원금은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년연장지원금
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에서 만 55

정년을 정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세 이상으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

60세 이상 직원이 업종별로 정한 전체 직원 비율

년이 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거나 직원

을 넘어서는 경우,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이 정년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고

고용지원금을 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업종별 비

용하면 사업주에게 정년퇴직자 재고용

율을 초과한 60세 이상 직원 1명당 분기별로 18

지원금을 드립니다. 정년을 1년 이상 3

만원입니다.

년 미만 연장하면 6개월 동안 매달 직원

예를 들어, 업종별 지원 기준율이 12%인
아파트관리소 경비직 근로자의 경우, 정
년을 정한 적이 없으면서 전체 직원 50명
중 1년 이상 일한 60세 이상 직원이 8명
인 경우 60세 이상 직원의 비율이 전체 근
로자의 12%를 초과한 근로자 2명에 대
해 분기별로 각각 18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1년 동안 받
게 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144만원(18만원×2명×4분기)입니다.

1명당 30만원씩, 3년 이상 연장한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였거나

는 1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지원금을 드

정년을 폐지한 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립니다.

했던 직원을, 변경 전 정년을 맞이한 후에도 계속

예를 들어 정년이 만 55세인 회
사에서 2013년 12월 31일에 정
년퇴직한 직원 1명을 2014년 1
월 1일부터 2년 동안 재고용하
면 매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180만원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지원금을 드립니
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 연장하
면 1년 동안,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 동안 매달 직
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만 58세가 정년인 회사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
장한 후 변경 전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직원 1명을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면 사
업주에게 1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총 360
만원의 정년연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고용연장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지원센터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전체 근로
자 수의 최대 2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50명인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일한 60세 이
상 직원 1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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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의 경력자들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퇴직한 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포털에 가입하여 일자리·일거

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

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기

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정보

여할 수 있습니다.

를 업데이트하여 온라인 구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 있는 ‘고경력

지원 절차

인 DB’, 실시간 일자리·일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일
자리·일거리 정보’, 테크노

사업 안내
기업과 인력 매칭 후 신청

닥터, ReSEAT 홈페이지 등을

선정평가 및 확정·통보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과학기
술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2013년 8월 개소
하였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고

과학기술

링크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등을 안내하는 ‘지원사업 정
중소기업 근무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techno-doctor.or.kr 참조
뿐만 아니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을
살려 첨단기술 정보(해외 논문, 특허 등)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산학연에
제공합니다. ReSEAT 사업 홈페이지
www.reseat.or.kr 참조.

경력 과학기술인들이 퇴직 후에도 자신의 기술 경
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

보’, ‘정부 R&D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을 이용할 수 있
습니다.

립되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이고 폭넓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게 일거리 정보와 일자리를 수집·제공·연계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애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포털(www.rsec.or.kr)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 및 일자리·일거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공계 인력중계센터(www.rndjob.or.kr)는
일자리·일거리 정보와 취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항 해결을 지원하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결성
을 장려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일자리
를 창출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
인을 개도국에 파견하는 정부개발원조(ODA) 사
업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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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고경력 과학기술인

● 상담
● 만족도 제출

● 사업 홍보 안내
● 신청·접수 및 평가
● 고학력 과학기술인 운영

● 기업 애로 진단
● 기술, 경영 등 자문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현장 방

● 고학력 과학기술인 매칭
이력 검색
사전 진단

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등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합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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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 사업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 과학기
술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협동조합 유형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연구개발지원

과학기술 창업

과학문화, 교육

퇴직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기업이 원하는 일거리
를 발굴하여 온라인상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인 협동

이공계 공공 연구기관이나 대학, 대기업 연구소를

조합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퇴직한 과학기술인(테크노닥터) 중 미취업자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인건
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공 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금 이상 연구원
(기술원) 또는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교수 중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대기업 부설연구소
책임급(차장) 이상 퇴직자로 기술·연구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과학기술자의 채용을 희망하는 중
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
는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5명 이
상, 연차별 기업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
업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개발 원조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
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지원 내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 마련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 기간 정부지원금

지원 절차
1차년
10개월
		

기업부담금

연 1,800만원

연 700만원 이상

(월 180만원)

(월 70만원)

연 2,160만원

연 840만원 이상

(월 180만원)

(월 70만원)

수원국 수요조사
2차년

12개월

3차년

12개월

수원국 원조 과제 선정평가
고경력 과학기술인 신청 접수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인력평가 및 과제·인력 간 매칭
협약 체결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02-3460-9123

고경력 과학기술인 개도국 파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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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최장 2년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실적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기간은 선정된 인원과 예산 규모
를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퇴직과학기술자는 기업
별로 1명씩 지원합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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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지원해보세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취업활동 - 인력파견형, 시니어 인턴
인력파견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
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
는 자를 해당 수요처에 파견하고, 시니어 인
턴 사업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노인 및 해당
기업에게 제반 비용 일부 및 계속 고용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
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활동, 재능
나눔활동, 창업활동, 취업활동, 경
력유지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활동으로,

창업활동 -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고령자 친화 기업

전국형(자원봉사활동)과 지역형(표준프로그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업종 가운데 소규모 창업 및

램)으로 나뉩니다. 전국형의 경우 전국 단위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경력유지활동 - 시니어직능클럽

로 일괄 실시하며, 독거노인, 부부노인, 조손

창출합니다.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

은퇴 노인이 경력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 노인 가구를 방

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일

시니어직능클럽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노

문하여 안부 확인, 말벗 활동, 생활 상태 점검

자리를 연중 운영합니다. 공동작업형 사업으로는

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퇴직자,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반제품을 생산하고 조달

은퇴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해드립니다. 지역형은 장애인 돌봄, 복지

하는 공동 작업장 운영 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해

시설·공공기관 업무 지원, 강사 파견 등 30개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지역영

표준활동 프로그램 중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

농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조판매형 사업에는 식재

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제

공익활동

✽ 2015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사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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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판매 사업과 소규모 매장, 점포를 운영하는

노인자원봉사활동

매장 운영 사업, 아파트단지 내 택배 물품을 배송·

노인의 노후 성취감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집하하는 아파트 택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어르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 주도적 자원

신들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 영역에서 경

재능나눔활동

봉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봉사클럽 운영

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 재능 나눔 등과 활동

재능, 경험이 있는 노인이 전국형 활동과 연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70% 이상을 60세 이상 어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 내 복지시설 봉

하여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노인

르신을 채용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을 지원하

사,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 보호 등 활동을

권익 증진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고 있습니다.

합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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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인재은행 현황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을 위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고령자의 취업을 도와드리고자 고령자 인재은행
에서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직업 소개를
무료로 하는 민간단체들 가운데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하여, 고령자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 인력들이 효율적
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등록

취업상담

취업능력별 구직자 분류

맞춤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 소양 교육 및
단기 취업 특강 실시,
일자리개척 동아리 운영 등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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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부설 희망간병무료소개소
서울특별시서부여성발전센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의정부 YWCA
남양주 YWCA
수원 YWCA
평택 YWCA
춘천 YWCA
속초 YWCA
강릉 YWCA
원주 YWCA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사)경남고용복지센터
울산 YWCA
양산 YWCA
진주 YWCA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희망간병 대구지역사무소
대구달서시니어클럽
대구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포항 YWCA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안동 YMCA
광주 YWCA
노동실업광주센터
전주 YWCA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익산 YWCA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목포 YWCA
순천 YWCA
여수 YWCA
세종 YWCA (조치원 YWCA)
천안 YWCA 고령자인재은행
(재)대한산업인력개발원
충주 YWCA
제천 YWCA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 YWCA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23길 7
서울시 마포구 토정35길 17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253 2층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45길 56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0길 36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
서울시 동작구 등용문로 47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06 엘리트타운 5층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7-2 읍민회관 2, 3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34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4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84
강원도 강릉시 수리골길 27(교동)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90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 90(부전1동) 영동프라자 2층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26번길 5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국제빌딩 6층
부산시 북구 시랑로 114번길 4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운동장내 149-1호
울산시 남구 삼호로 81
경상남도 양산시 삼일로 67 네오프라자 7층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63번길 14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84
대구시 수성구 만촌로 46-1 2층
대구시 달서구 성당로 47안길 49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 337길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8 일선빌딩 6층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10-1 2층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1
경상북도 안동시 은행나무로 101
광주시 북구 중가로 43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7-1 (2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7-1
전라북도 전북 익산시 무왕로 864 2층
전라북도 전북 익산시 동서로 181
전라북도 전북 군산시 둔배미길 29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39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로 6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120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2길 3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 2길 39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대로 270 대한빌딩 3층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 234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510번지
제주도 제주시 수덕9길 15
제주도 서귀포시 부두로 3

02-2041-7814
02-719-6303
02-766-6119
02-2607-8794
02-3391-2217
02-952-0336
02-916-9193
02-3399-7638
02-824-7082
02-867-8219
031-853-6332
031-577-7762
031-252-5111
031-651-7797
033-254-4878
033-636-3525
033-651-1385
033-742-6090
051-807-7944
051-503-8944
051-702-9198
051-343-5664
055-261-8523
052-247-3523
055-367-1144
055-753-6133
055-639-8144
053-744-0346
053-626-8317
053-285-1331
054-274-4444
054-773-5002
070-8895-7714
054-635-4562
054-858-8219
062-609-1357
062-224-4139
063-224-5501
063-833-0334
063-857-8911
063-446-7574
061-242-1611
061-744-9004
061-665-5060
044-862-0873
041-578-5863
043-263-3207
043-845-1929
070-7116-6775
064-745-3997
064-762-1400

노후불패

25

“뜻깊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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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세대와의 소통과 나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멘토링 자원봉사에
참여해보세요.

인생나눔
교실

멘토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과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인
문·문화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추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이
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멘
토 워크숍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활발
한 현장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만 51세 이상으로 현재 은퇴를 했거나 은
퇴를 앞두고 제2의 삶을 모색하는 분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
퇴자와 인문·문화예술 분야 희망자들
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병영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나
눔과 배려, 소통의 인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만 30~50세의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공
자, 종사자 또는 경험자

여및
회참
/사
T 02

여가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도와줄 진로 코치를
선발합니다.

시도별, 학교별로 학부모, 퇴직 교원, 기
업체 퇴직자 등을 진로 코치로 선발하
고 연수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 정보와 직업 현장 경험을 나눌 수 있
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
코치로 선발된 중·고령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부터 자기 이해, 생애 진로 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나요?
5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
남권, 호남·제주권) 50명씩 250명을 선
발 멘토들은 소속 권역 내에서 군장병과 중학교,

선발된 멘토에 대해서는 멘토 워크숍 교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 인력, 인문·문화계
종사자 중 멘토링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희망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과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멘토 워크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

숍 교육과정 수료증은 물론, 멘토 활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진흥팀

토링을 실시합니다.

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합니다.

02-739-394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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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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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지원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봉사클럽의 리더들을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도와줄
IT봉사단에 지원해보세요.

어르신
IT봉사단

회관,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 개인을 방문하여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일정한 정보화 수준을 갖춘 어르신 3~5명으로 구
성된 ‘어르신 IT봉사단’을 구성하여 경로당, 마을

노인자원봉사클럽은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중심
으로 코치 2명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조직됩니다.
클럽에 속한 코치 2명은 클럽의 운영 관리 및 각종
활동을 기획하는 클럽 관리 리더와, 클럽 활동을

02-3660-2562
www.itstudy.or.kr

어르신 IT봉사단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화 기초 교육이나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IT봉사단으로 활동하시는 어르신 1명이
2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 20시간 교육 활
동을 진행합니다.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주도하는 활동 수행 리
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지원 정책은 어
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노인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역량 있는 리더
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노인자원봉사클럽이 지원을 받기 위해

연간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의 적정성, 지역 내 공익

서는 클럽 코치 2명이 소정의 코치 교육

활동 등과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를 통과

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클럽 회원을

한 클럽에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0명 내외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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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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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직접 만드는
문화일자리, 문화콘텐츠 등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03

06

어르신 문화동아리

어르신 문화콘텐츠 개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진 어르신 문화동아리의 공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민속, 지리, 생업

연이나 전시회, 출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

기술 등 잊혀져가는 지역 고유의 생활

니다.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인문학·생활
문화·공동체 사업을 개발하고 전승합

어르신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 조성을 위해, 어르
신 문화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어
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어르신 문화나눔봉사
단, 어르신 문화동아리 및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01

04

니다.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어르신 문화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악기, 연극, 무용, 사진, 공예품, 문화해

어르신 문화동아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동아리

한국문화원연합회

설사 양성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온라인 카페를 운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02-704-4332

하고, 워크숍, 발표회, 축제 등을 통해 동아리의
자발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문화일자리, 어르신 문화콘텐츠 개발 총 6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2

지역 문화 행사, 학교, 문화 소외 지역 및

05

시설 등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문화일자리

어르신들의 재능 기부와 사회공헌 활

문화·예술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을 지원합니다.

강사 육성,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문화일자리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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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창출을 위해 지원합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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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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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성별과 연령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전립선 질환 관련
무료 검진과 전립선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 항목
만 40세와 66세의 생애 전환기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
해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차 건강진단
● 이학적 검사 : 건강 상태 등
● 혈압, 신체검사
● 진단의학검사(HDL콜레스테롤 등 12항목)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치면 세균막 검사 등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검진 항목을
구성하고,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 평가
및 개선 처방 등 의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건강진단

만 40세는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위

● 암검사

험 요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종 건강 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해 원인들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 66세

● 1차 건강진단 결과 상담

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뇌졸중·심근경색 등 치

● 건강위험평가 상담

명률이 높은 질환이 증가하는 연령대입니다. 이런

●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

질환에 대비하여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치매 등

●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인지 기능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노후 생

●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36

55+

최근 고령화와 함께 전립선 질환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조기 진단
과 예방 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 및 도서
벽지 등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비대
의심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합
니다. 또한 보건소, 노인복지관에서 전립
선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한국전립선관리협회

02-534-2214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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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발견이 빠를수록
고통은 멀어집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병의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일부 치매에 대해서는
완치도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조기검진, 꼭 받으세요.

치매
검진

03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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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실종노인
지원사업

치매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버리셨을 때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식표를 보급합니다.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 환자를 대
상으로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이
실종으로 가족을 잃게 되는 불
행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최
대한 신속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
스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또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치료

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와 관리를 통해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과 부

를 지원합니다.

담을 줄이며,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
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또한 치매 환자를 등록·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합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누
구나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
사 결과에 따라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어르신은 치매 감별과 진
단 검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내 보건소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

38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
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종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
르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보호
자께서는 보건소에서 인식표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
습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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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
수술

노인 실명
예방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밀 안과 검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백내장, 망막 질환, 녹내장 등 기
타 안 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밀 안과
검진을 실시합니다. 눈 관련 질환을 조기
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
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노인 개안수술
비를 지원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을 덜어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
상으로 1차 진단(정밀 안저검사
(양측) 1종), 2차 진단(정밀 안저
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류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거주지 내 보건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콜센터

129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만 60세 이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어르신 중 백내장, 망막 질환, 녹
내장 등 기타 안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
신 분들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내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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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치아 치료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인 의치,
보철 지원
선정 조건
01 완전 의치(틀니)

완전 의치(틀니)

건강보험,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

잠깐만요!

(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

2015년 7월 이후 급여 적용 연령이 만 75세 이상에

기준 금액(1,051,340원) 범위 내에서 전

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5년 7

액 지원

월 이후에 보건소 노인 의치(틀니) 사업을 신청하

01 순위
상, 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
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시는 경우 만 70세 이상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
(만 75세 이상) :
완전 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복지부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

02 순위

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
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1차 구강검진 및
대상자 선정

03 순위
상, 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
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02 부분 의치(틀니)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과 구강 상태를 1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을 대상으

건강보험,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

차로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

로 완전 의치(틀니)와 부분 의치(틀니) 시술 비용과

(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최대 1,864,050원) 범위 내에

01 순위

서 전액 지원

상, 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
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또한 지원을 받아 제작한 노인 의치(틀
니)의 사후 관리 비용도 지원합니다. 시
술 후 1년 동안은 무료로 관리를 지원하
고, 이후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합니다.

부분 의치(틀니)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
(만 75세 이상) :

02 순위

부분 틀니(클라스프)에 대하여 건강보

상, 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
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험 및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
원(지대치보철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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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혼자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이나
전화 통화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합
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
신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일상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

얼마 동안 지원하나요?

228,000원
월 27시간의 경우
256,000원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2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
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서비스 신청 시 한 달에 일정 시간(월 24시간 또는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 지

신청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순

27시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

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바

스 사용자는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만 부담
하면 됩니다.

된 어르신에게는 가정 방문, 전화 통화 등 주기적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비용은

층 중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을 지원합니다.

월 24시간의 경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1~3급 장애인, 6개
월 임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필요한 절
차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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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생활 상
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접촉 기
회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으로 안전 확인을 하고, 생활교육이나 서비스 연
계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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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하루 중 일정 시간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모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와 목

고 가서 목욕, 식사, 간호 등을 도와드립니다.

욕, 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
며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습니다.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
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
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
신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

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면 신청을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가지

통해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

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세 가

신청 절차

지로 구분됩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시설
이나 재가 급여 모두 어려운 분
들께 드리는 특별현금급여가 있
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간호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
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
문하여 간호나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해 상담
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
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로 나눠집니다.
크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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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장기요양기관)

노후불패

47

T
PAR

03 /

건강

독거노인 또는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서비스별 시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서비스 - 월 27시간, 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 -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 연 6일
● 단기가사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는 방문서비스, 주간
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가 있으며, 각 서비스별로 이용 가
능 시간이나 서비스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01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공통 : 만 65세 이상)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는 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훈련과 같은
심신 기능 회복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
거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 노
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나 건강 상태 등
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자를 선정하여 지원해드립니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서비

주간보호
서비스

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
매노인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식사 도움과 옷 갈
아입히기, 외출 동행, 취사, 생필품 구매, 청
소, 세탁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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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유형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방문서비스는 식사·세면 도움, 옷 갈
아입히기, 신체 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
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욕보조서
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제공합
니다.

월 24시간

치매가족휴가
지원서비스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금액(원)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9,800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10,540

시간당
단가

② 시·군·구청장 인정자
건강기준 - 장애 1 ~ 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이하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

10,540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9,400

02 단기가사서비스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31,62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

31,620

근무일 유형
구분 없음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가구

환 수술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분으로,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수
술 확인서 중 1개로 확인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의 150% 이하

일당,
9시간
기준

0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36,38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일당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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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학대 발생 시
어르신들을
보호해드립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 발생 시 현장에 대한 신속
한 대응 등을 통해 원만한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
인·시설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
고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신고 및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공익광고 등
을 통해 노인학대 인식을 개선
하고, 학대 피해 노인 및 가정 사
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건강 상태가 취약한 홀로 사시는 어르
신들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집 안에
화재, 가스 및 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가능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
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댁 내의 화재, 가스, 활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센서 및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가족 간 갈등, 노
인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
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
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권
익을 보호하고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식 개
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
모합니다.

에 상시 대응하고 주기적으로 응급 장비를 관리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
정되면 응급 안전 서비스 시스
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댁 내의 장비 설치 및 운영, 응급
상황 모니터링 및 장비 점검 등)
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실제 응급 상황 여부 확인과 사후 관리를 진행
합니다.(필요시 인근에 있는 응급관리요원에게 방
문하여 확인 요청)
03 부재 등으로 안전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이웃(이
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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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정책과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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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과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연금

04

무
/재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입대자부터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였을 때 해당 연령이 되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
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
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
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여 소득 활동
을 할 수 없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받는 연금액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
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해당 기간
의 소득은 평균소득 월액의 1/2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 및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
입 대상이 되며,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
지 납부해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
니다.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53 ~ 1956년생은 61세,
1957 ~ 1960년생은 62세,
1961 ~ 1964년생은 63세,
1965 ~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수령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
이 무료로 맞춤형 노후 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
후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라
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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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월 현재 가입 기간이 20년인 가입
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79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은 국민연
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
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
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1355
온라인 상담 :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홈페이지

csa.nps.or.kr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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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국가에서 돈을 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드리는 제도입니다.

60+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
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
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
니다.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
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을 빌려주는 서민 금융 사업입니다.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를 빌릴 수 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소

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율로 상환

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 지

조건은 5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 보유 주택 합산 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1주택으로

2015년 7월 신규로 자금을 빌리는 분부
터 현재 1인당 최고 500만원인 대부 한
도를 750만원까지 올려 긴급자금 수요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9억원이 넘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에 직
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
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국민연금콜센터

1355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
하고 해당 주택에 종신 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
연금 월지급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과 연령에 따라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산정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선순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위 채권을 상환할 수 있으며, 재산세 25% 감면, 연
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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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연간 200만원 한도)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

www.hf.go.kr

습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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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노후 보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복지 제도를 실시합니다.

퇴직
연금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
연금

만 65세 이상 노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소
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잠깐만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
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 복지 제
도입니다.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
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안
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

2015년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
생자)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유농지는 3만m2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인 이상 공
동소유 농지일 경우 부부 공동지분 이외의 지분은
제외합니다. 농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

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정 퇴직금

금융감독원 콜센터

지입니다.

제도와 달리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

1332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www.pension.fss.or.kr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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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plove.or.kr

신청인의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소

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

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

1577-7770
농지연금포탈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홈페이지

농지연금 고객상담

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시

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으나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
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개발계
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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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기초
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누가 지원받나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93만원, 배우자가 있는 어르
신은 148.8만원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은 매달 25
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자
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드립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
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디로 문의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
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정액은 매년 바뀌니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2,600원(혼자 사는 어르
신 기준)입니다. 소득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
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혼자 사는 어르신 20,000~202,600원
배우자와 함께 사는 어르신 40,000~324,160원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1355
신청 절차

01

보건복지부

60

02

03

04

05

연금지급
결정통지서
통보

연금지급

이의 신청

기초연금 신청

소득·재산 조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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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를 위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part
05
주거 복지

T 05
PAR

지
거복
/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 공동 시설을
이용해보세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무료와 실비 입소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면 입소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입소하나요?

유료 입소는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이나 생활 형편에 따라 무료와 실비, 유료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나눠집니다.

생활하시는 곳으로, 식사와 청소 등 각종 편의
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입소 대상자

무료 입소 대상자

생활 형편과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한 비용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01 해당 시·군·구에 입소 신청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02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03 시·군·구는 신청인 및 해당

이상으로, 기

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자는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홈페이지(www.
elder.or.kr)에 들어가면 시설과 지역
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노인복지시설
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장에게 통보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노인보호전
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으로 입소 의뢰를 받은

실비 입소 대상자

노인 등)이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0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0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03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를 조사 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04 당사자 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실비 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입

소 당해 연도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 입소할 수 있습니다.

유료 입소 대상자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가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해서 운영합니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며, 입소 대상
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면 입소 가능하며, 입소 대상자
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
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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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정된 삶을 위해
복지 주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복지
주택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
편리하도록 만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
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운영비는 입
소 노인의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는 노인 주거 복
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배우자의 경우에
는 60세 미만도 가능)을 대상으로 주거
시설을 임대합니다. 주거 시설, 생활 지도·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는 공
개 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
다.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주
민등록법상 나이가 많은 분, 배
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분 순서
로 선정합니다(동순위자가 있
을 때는 신청 순위 순). 또한 노
인복지주택의 계약 당사자와 실
제 거주하는 입소 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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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임대주
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고령자 임대주택은 방문이나 현관문의
문턱을 없애고 싱크대와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 연세가 많으신 분이 생활하
시기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세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 있
으며, 입주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
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01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구조
현관, 방, 문턱, 보도 등의 단차 제거

02 고령자 편의 설계
낮은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핸드레
일, 미끄럼 방지 등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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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에 속한 자 모두 무주택자이
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는 분만 가능합니다.
(2015년 국민임대 모집 공고 기준)
✽ 해당 세대란 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소득

가구 인수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 이하 가구

2,974,030원 이하

✽ 가구원 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4인 가구

고령자
임대주택
입소 절차
입주자 선정 방법이나
추첨 방법은 주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조하세요.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입주자
공고 모집에 따라
신청 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점자 추첨

3,450,450원 이하

✽ 월평균 소득액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 지역 거주 기간 표시)
• 주민등록표초본 1통(해당 경우 제출)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주택 계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303,55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당첨자 발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해당 경우 제출)

✽ 제외대상토지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 소득 입증 서류

현재 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함
✽ 해당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각 주택마다 자격 요건, 입주자 선정 방법, 제출 서
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

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나 주택공사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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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노후를 위해
특별한 맞춤형 정책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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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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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학과 및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대학
평생교육

어르신들의 높아진 학구열과 배움에 대
한 수요에 발맞추어, 대학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르
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과와 단기과정
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배움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어르신을 위해
온라인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IT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고령층
IT창업교육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령층 IT창업교육은 창업을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경력단절 / 은퇴 후 무역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양
봉전문가 양성과정, 문화유적해설사 양성과정, 셀프코
칭 핵심가치 찾기 과정 등 대학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배움을 희망하는 모든 국
민에게 대학은 열려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학위과정)나 단
기 프로그램(비학위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평생교육실

하려고 계획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
핑몰 운영, 앱 개발, 홈페이지 및 쇼핑몰 관리 등 온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라인, 오프라인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02-3780-9758, 9766으로 문
의하세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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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
고 재미있는 IT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원단을 만들어 어
르신들께 친절한 자문과 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02-2110-2974
한국정보화진흥원

02-3660-2567
www.itstudy.or.kr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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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노인을 위한
음성증폭기

노인복지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사업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도
TV와 라디오 소리를
선명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방송수신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와드리고 노
인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
일(bossnam11@korea.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체가 대상이 되나요?
01 지원 대상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께 난청 노인용 수신기
를 제공합니다.

청력장애 등급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청
력이 손실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청
력이 약해져 TV나 라디오의 음량을 크
게 높여야만 들으실 수 있는 어르신께
난청 노인을 위한 음성증폭기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방문하
시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전국적인 사업 수행이 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단체(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단체)로 노인복지 및 효행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보건복지부 콜센터

능한 단체로서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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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의 경우 관련 분야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전문가 집단 등

02 선정 기준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자원부

1688-4596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고막이 손상되어 잘 듣지

홈페이지

못하시는 어르신도 무료로 음성증폭기를 받을 수

tv.kcmf.or.kr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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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심사

사업 대상 범위와 사업 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
여 2차 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
● 2차 면접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전문가 심사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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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경영이양
직불제도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전화도 드리고 말벗도
해드립니다.

농사를 그만두게 된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질병 등으로 농사를 그만두
실 경우 정부에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누가 지원받나요?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
로 전화를 드려 안부도 묻고 말벗도 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늘어나는 독거노인에게 종합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등
어르신들의 활발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독거노인들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
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일반 자원봉사자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자원
봉사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 중에서 어르신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
자를 선정합니다.

‘사랑잇는 전화’는 자원봉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
인에게 주 2회 전화로 안부와 복지 및 일상 정보를 전달
하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또한 ‘마음잇는 봉사’는 자원
봉사자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에게 월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가정을 방문해 말벗과 청소, 후원금·품을 지원해
드립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1661-21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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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유지하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에 계속 종사하지 못했을 경
우에는 8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나 지역
의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
행 기관(전국 244개소)에 신청
하시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한 뒤 대상자를 선
정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나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
●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4세 이하 전업농 또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소유 중인 농지를 매도할 경우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에 매도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매도나 임대 동일하게 ha당 연 300만원(매월 25만원 지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4ha이며 지급 기간은 신청자 연
령에 따라 2~10년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내받
을 수 있습니다.

1661-2129

1577-7770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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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귀농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드립니다.

귀농귀촌
정보종합센터

귀농,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귀농 결심하기
단계

귀농을 결심하기 전에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
지도사, 선배 귀농인을 만나 얘기도 듣고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하세요.

가족 합의하기
단계

농촌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족 모두와 충분히 의논한
후 합의해야 합니다.

작목 선택하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최근 귀농을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
아졌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시행착오
를 줄이고 빨리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
와드립니다. 귀농귀촌정보종합센터에
서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
정책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단계

영농 기술 배우기
단계

1544-8572

그리고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
농귀촌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
다. 단계별 준비 사항부터 실제 귀농에
필요한 실습들, 성공 사례까지. 귀농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 교육
기관 등에서 귀농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농가 견학, 현
장 체험을 통해 영농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정착지 물색하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 수준, 자본 등에 적합한 작목
을 신중히 고르세요.

단계

자녀 교육 등 생활 여건과 작목에 적합한 입지 등을 고
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하세요.

주택 및 농지 구입하기
단계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는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
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농 계획 세우기
단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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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농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농
산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
개월에서 길게는 4~5년 정도 걸립니다. 초보 귀농인
은 가격 변동이 적고 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으
로 영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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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지원 정책은
관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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