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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용어의 정의
●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 ʻʻ취약계층ˮ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 실업자 
등을 말함

1. 목적
●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는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을 지정･육성
‑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중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총괄
‑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인증확산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

(우선구매･위탁 지원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육성정책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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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ʻ사회서비스ˮ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ʻ̒권역별지원기관ˮ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선정한 권역별지원기관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3. 시행시기: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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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체계

1. 지정절차

01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0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광역자치단체)

0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

04 지정(변경)신청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05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
(광역자치단체)

06 지정심사 및 지정
(광역자치단체)

07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1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Ⅲ

1.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ʻ사회적기업 인증요건ʼ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된 요건을 적용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ʼ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입배경: ʼ11.6.9,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로 결정
  ● 시행시기: 2011.12월
  ● 부처형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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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4.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5.4.30.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15

1-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예시: 공고기간 ʼ15.4.1.~ 4.20, 지정신청일 ʼ15.4.20., 영업활동기간 1~3월
‑ ʻ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ʼ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1-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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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ʼ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ʼ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ʼ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서 우수 창업팀으로 
선정된 기업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추천하는 기업(‘기타형에 한함’)의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음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창업 공간 및 자금, 멘토링 등 사회적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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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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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의 경우)

1-6  지정제한
●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예시: ʼ16.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7.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17년도부터 1년이 지난 ʼ19.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1.1. 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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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2. 지정신청 및 검토

2-1  공모 및 접수
● (공모방법)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초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업을 적극 발굴

● (신청)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소재지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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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처리기준
● 동일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한 경우
‑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접수(각 사업장 또는 개개 

근로현장을 일괄하여 신청)

* 예시: 수개의 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을 보유한 경비, 청소용역, 간병 또는 돌봄서비스 등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의 판단 기준>
  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
  ② 본점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③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가 사무실, 근로자도 

없는 등 실제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또는 ③중의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소재지를 변경조치한 후 신청해야 함

●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함
신청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④ 유급근로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정관 ․ 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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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검토절차
● (서류의 보완)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사전안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5조

3.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3-1  지정방법
● (공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서 발급) 광역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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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

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①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농어촌공동체회사(기획･개발･마케팅･

홍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ʼ12년 ʼ13년 ʼ14년 ʼ15년 ʼ16년 ʼ17년

기업 A * ◯ ◯
기업 B * * ◯
기업 C * ◯ ◯
기업 D * * ◯
기업 E * ◯ ◯
기업 F ◯ ◯ ◯

* 유사사업참여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기업 A, 기업 C, 기업 E와 같이 1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ʼ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B, 기업 D와 같이 2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ʼ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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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사항 변경

4-1  변경절차
● (변경신청) 예비사회적기업이 대표자, 주소지의 변경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 변경신청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 (보완요청)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내용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사전안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5조

● (신청서 송부)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서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4-2  지정변경
●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함
①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광역자치단체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신청서｣에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제외),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확인후 지정서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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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으로 
갈음하며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수강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만 인정하며,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②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 광역자치단체 간에 사업장 이전이 발생한 경우
  ‑ 위 신고사항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하여 통보
  ‑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변경한 후,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신고사항의 종류 등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광역자치단체 

장이 정하되 광역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사업장 이전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간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종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되 이전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변경 승인이 된 날의 다음 달부터는 이전한 자치단체에서 지급
*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종전 자치단체에서 약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도 가능

‑ (지정기간) 주소지 이전 예정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유지 여부 심사‧
승인시까지는 종전 지정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이전 받는 광역자치단체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료가 이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장은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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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정취소
● 광역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지정취소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함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관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함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4-4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반납

신청서’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7호서식]

4-5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26

4-6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ʻ사회적기업 인증ʼ을 받은 경우

4-7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경영현황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별지 제8호서식]

● 기초자치단체장은 경영현황조사표 미제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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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Ⅵ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은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충족을 위한 경영･

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28

공공기관 구매 실적 평가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상품･서비스 구매실적을 평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타 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 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육성계획 및 예산상황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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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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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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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3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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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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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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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 증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 직 형 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 규 약 정관 규약등 제 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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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4호서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0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역자치단체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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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 청 기 업 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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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
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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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 청 기 관 명

대 표 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 재 지

연 락 처
( 휴 대 폰 )

지 정 일 지 정 번 호

지 정 유 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반 납 유 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 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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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앞쪽)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기업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번    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3년경과) 법인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유사사업

사업명 참여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마을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농어촌공동체회사[ ]     년  월  일~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수 전문인력근로자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41

(뒷쪽)

(3)지원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년 년 년 년
일자리창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재정성과(최근3년)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5) 일자리창출 참여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총 유급근로자수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예술보육산림보전 및 관리가사‧간병문화재 보존‧활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고용서비스제조업유통업기타
성별 남여

연령별 청년(15~29세)중장년(30~54세)고령자(55세이상)

취약
계층별

취약
계층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장기실업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기타일반참여자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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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추진배경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ʼ11.6.9) 관련 내용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내실화 및 사회적

기업 확산 기반 마련
   * ʼ11.6.9,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키로 결정

관련 내용
❙ 중앙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운영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
    ‑ 권역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지원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 마련
      * 마을기업(행자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등

● ʼ11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시행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사업을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수행
*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ʼ16년부터 자치단체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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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2년부터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용어의 정의
●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

● ʻ̒취약계층ˮ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

● ʻ̒사회서비스ˮ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ʻ̒부처형 전문지원기관ˮ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민간
위탁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함

2. 기본 방향
●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부처별 지침)ˮ을 각 부처별로 수립
‑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여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모델 발굴
‑ 각 부처 장의 명의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을 공모 및 선정하고, 선정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관리･운영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적극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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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인증 추천
‑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적용에 더하여 각 부처의 소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3. 육성 원칙
● 각 부처, 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부처간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의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제도를 적용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 제한
‑ 다만, 지원 창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지원 전달체계를 일원화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각 부처의 소관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집중 육성
* 각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부처 사업과 연계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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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지정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을 각 부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총괄기관으로 활용
‑ 각 부처는 별도의 권역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전달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을 지양
‑ 다만, 기능별･분야별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원기관 활용 가능

4. 시행시기: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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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체계

1.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지침 제정

각부처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 공공사업 위탁,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
정
•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
원

고용노동부
• 경영컨설팅, 인증컨설팅 
등
• 각 부처의 제도 운영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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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Ⅲ
1.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ʻ사회적기업 인증요건ʼ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 가능
*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된 요건을 적용

●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중복 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각 지침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의 내용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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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4.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5.4.30.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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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ʻ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ʼ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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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ʼ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ʼ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ʼ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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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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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 ․ 규약 등을 

갖출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1-6  지정제한 
●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ʼ12.3.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초 지정되어 ʼ15.2.28.까지 총 3년간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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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 반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 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2. 지정신청 및 검토

2-1  공모 및 접수
● (공모방법) 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부처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업을 

적극 발굴
● (신청)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 중앙부처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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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토절차
● (서류의 보완)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사전안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5조

신청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의2~별지 제1호의6서식]
④ 유급근로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정관 ․ 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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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3-1  지정방법
●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부처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서 발급)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의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별지 제4호서식]

* ○○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통일
(예: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3-2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①마을기업(교육․ 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농어촌공동체회사(기획․ 개발․ 마케팅 ․

홍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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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ʼ12년 ʼ13년 ʼ14년 ʼ15년 ʼ16년 ʼ17년

기업 A * ◯ ◯
기업 B * * ◯
기업 C * ◯ ◯
기업 D * * ◯
기업 E * ◯ ◯
기업 F ◯ ◯ ◯

* 유사사업참여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기업 A, 기업 C, 기업 E와 같이 1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ʼ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B, 기업 D와 같이 2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ʼ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4. 지정사항 변경

4-1  지정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① 심사 ․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신청서｣에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 ․ 양수 제외),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예비사회적
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를 제출하면 확인후 지정서 재교부 [별지 제5호서식]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수강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만 인정하며, 기본교육 수강확인증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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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 ․ 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 위 신고사항이외의 주된 사업내용 및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하여 통보

 ‑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변경한 후,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신고사항의 종류 등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4-2  지정취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 규칙 등을 통해 지정취소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함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신청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지정 취소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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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신청서’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별지 제7호서식]

4-4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4-5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ʻ사회적기업 인증ʼ을 받은 경우

4-6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경영현황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해야 함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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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Ⅳ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은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충족을 위한 경영 ․

세무 ․ 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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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매 실적 평가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상품 ․ 서비스 구매실적을 평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타 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 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육성계획 및 예산상황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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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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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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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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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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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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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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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 증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 직 형 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 로 자
고 용 계 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 회 적 목 적
실 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 사 결 정
구 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 규 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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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4호서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부처명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 제○○조에 따라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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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00000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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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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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7호서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 청 기 관 명

대 표 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 재 지

연 락 처
( 휴 대 폰 )

지 정 일 지 정 번 호

지 정 유 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반 납 유 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 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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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앞쪽)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기업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번    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3년경과) 법인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유사사업

사업명 참여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마을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농어촌공동체회사[ ]     년  월  일~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수 전문인력근로자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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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3)지원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년 년 년 년
일자리창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재정성과(최근3년)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5) 일자리창출 참여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총 유급근로자수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예술보육산림보전 및 관리가사‧간병문화재 보존‧활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고용서비스제조업유통업기타
성별 남여

연령별 청년(15~29세)중장년(30~54세)고령자(55세이상)

취약
계층별

취약
계층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장기실업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기타일반참여자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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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기간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사회보험료

▪월 200만원
한도(인증 3명, 
예비 1명)

  * 자부담 
20/30/50%

▪인증: 연 1억원,
▪예비: 연 5천만 

한도
  * 자부담 

10/20/30%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
  *인증기업만 해당

약정기간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 -

지원기간
(지정) 지정기간내 2년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내 3년(보험료지원 4년)

지원기간 산정방법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4년

1)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
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15.6.1./ 전문인력 ’15.8.1/ 사업개발비 ’15.10.1→최초지원개시일은 ’15.6.1임
2) 다만, ’1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
   * 예시: 일자리창출 ’13.6.1./ 전문인력 ’15.8.1/ 사업개발비 미참여→최초지원개시일은 ’13.6.1이나 

사업개발비는 ’16.1.1을 최초지원개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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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표시: 인증 후 최초지원시점으로 5년 기간 계산의 기산점임, ◑ 지원기간 종료
시점 

구분 ʼ14 ʼ15 ʼ16 ʼ17 ʼ18
일시 4.1 7.1 9.1 4.1 5.1 10.1 6.30 7.1 8.31 3.10 3.31 4.1 4.30 5.1 4.30

지정기간 4.1
인증일 3.10

일자리
예비
예비→인증 ◐
인증 ◐

전문인력

예비
예비→인증 ◐
인증

사업개발

예비
예비→인증
인증

보험료
예비
예비→인증
인증



81

산정예시표

ʼ19 ʼ20 ʼ21 ʼ22 ʼ23~
비고4.29 7.1 3.31 4.30 7.1 6.30 3.31 4.30 6.30 4.30

ㅇ2년 지급 
◑ ㅇ예비 2년 지급 ㅇ인증 3년 지급 

◑ ㅇ3년 지급
ㅇ1년 11월 지급(지정기간 종료) 

◑ ㅇ예비 2년 지급ㅇ인증 3년 지급
◑ ㅇ2년 10월 지급(지원기간 종료)

ㅇ2년 지급
◑ ㅇ예비 2년 지급ㅇ인증 1년11월 지급(지원기간 종료)

◑ ㅇ1년 10월 지급(지원기간 종료)

ㅇ3년 지급
◑ ㅇ10개월 지급(지원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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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단체‘사업단’재정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변경

ʻ사업단ʼ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요건 변경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12호(ʼ14.10.7)>

◇ (인증) ʼ16년부터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은 모법인과 분리‧독립된 경우에만 인증
    * (종전) 2년이내 모법인과 분리‧독립 전제로 인증 → (변경)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 독립된 

조직만 인증. 다만, ʼ15.12.31.까지는 2년 기한을 정하여 인증
◇ (재정지원) ʼ16년부터 모법인과 미 독립된 사회적기업은 경영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가능하고, 인건비 등 직접지원 제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변경 
● ’16년부터 인증요건에 준하여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 독립된 경우만 

지정

 재정지원 적용
● (예비) 지정기간(3년) 범위에서 ’16년 이후에도 지원
● (인증) 인증기준 개정 공고일(’14.10.7) 시점으로 지원기간 적용

‑ ’14.10.7 이전 인증기업: ’16년부터 직접지원 제한. 다만, ’16년까지 약정
이 체결된 경우는 약정기간까지 지원

‑ ’14.10.7~’15.12.31 인증기업: 2년 범위내에서 지원
구분 인‧지정 기간 재정지원

예비 지정기간 3년
ㅇ 지정기간 (3년) 내 지원
 - 다만, 지정종료 후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정기간

까지 지원
   * 지정종료 ʼ16.12.14, 약정기간 ʼ16.7.1~ʼ17.6.30
  → ʼ16.12.14까지 지원

인증

ʼ14.10.7
이전

인증기간: 없음
* 시점: ʼ14.9.17 

4차 인증 
까지

ㅇʼ16년부터 직접지원 제한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 다만, 지원약정기간(1년)이 ʼ16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지원
    * 약정기간 ʼ15.12.1~ʼ16.11.30

ʼ14.10.7
이후

인증기간: 2년
* 시점: ʼ14.11.14 

5차 인증 
부터

ㅇ 인증기간(2년) 내 지원
ㅇ 인증기간 종료 후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인증기간

까지만 지원
    * 인증종료 ʼ16.12.14, 약정기간 ʼ16.7.1~̓17.6.30 → ʼ16.12.14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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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용어의 정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하 ʻ일자리창출사업ʼ)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1. 목 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주체별 역할과 

사업수행 절차 ․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발굴․ 지정한 ʻ̒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ˮ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 ․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ʻʻ사회적기업ˮ의 수익구조 창출 ․ 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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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에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별표1)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별표2)

●｢권역별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 육성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선정한 권역별지원기관으로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사업참여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말함

●｢약정체결일｣이란 사업수행기관이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 약정서 하단에 기재하는 날을 말함

●｢지원개시일｣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 기간의 
초일을 말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 ․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3. 시행시기: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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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01 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02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신청기업 → 기초자치단체)

03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04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 사업참여기업)

05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06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

07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

08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09 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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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Ⅲ
업무처리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격사유확인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
서

기초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기초자치단체

서류송부 심사･선정 약정체결 참여자선발 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사업참여기업

고용서비스기관
사업참여기업 기초자치단체

1. 참여기업 선정

1-1  참여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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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하나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 분리 ․ 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예시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ʼ12.6.1~ʼ15.5.31이고 일자리창출사업 접수마감일이 

ʼ15.6.12.인 경우, 지정종료일 ʼ15.5.31. 이전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사업 신청 가능

* 예시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ʼ12.6.1~ʼ15.5.31이고 일자리창출사업 접수마감일이 
ʼ15.5.22.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가능

지정기간(3년차)

일자

예시
지정
기간

개시일
인증

신청일
(예2: ㅇ)

접수
마감일
(예2)

인증
신청일

(예1: ㅇ)
지정기간
(3년)
종료일

인증
신청일

(예1: ×)
접수

마감일
(예1)

ʼ14.6.1 5.20 5.22 5.27 ʼ15.5.3
0

ʼ15.5.3
1 6.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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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여제외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ʻ50%ʼ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ʻ30%ʼ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별표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
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3)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

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
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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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
아도우미, 장애 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
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
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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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심사 참여 제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
규 및 재심사 참여 제한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2. 참여기업 공모

2-1  모집 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하도록 함(권고사항)

● (접수기간)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ʻ15일 이상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음. 다만,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ʻ최소한 7일 이상ʼ이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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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신청서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함

신청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훈련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⑧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별지 제6호서식]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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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약정 체결 ․ 변경

3-1  약정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에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보완을 요청한 

때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ʻ10일 이내ʼ에 사업참여기업과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별표 6)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12개월)으로 함
* 재심사 대상기업 중 ʼ13년 이전부터 참여한 기업은 ⌜Ⅴ. 사업참여기업 재심사/ 5. 지원

약정 체결 ․ 변경⌟의 내용을 준용하여 직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지원을 개시함
* 예시: 신규 사업참여기업: ʼ15.3.15. 약정체결 시 ʼ15.4.1.부터 지원 시작, ʼ15.3.31. 지원종료

(지원기간 ʼ15.4.1.~ʼ16.3.31.)
* 예시: 재심사 사업참여기업 중 ʼ13년 이전부터 참여한 기업: ʼ15.3.15. 약정종료 시 약정

종료일인 ʼ15.3.15. 이전에 새로 약정체결하고 지원기간은 약정종료일 다음날 
ʼ15.3.16.부터 기산하여 산정(지원기간 ʼ15.3.16.~ʼ16.3.15.)

‑ 보완요청을 받은 기업은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일 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지연한 때에는 총 지원기간
에서 지연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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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계획 등의 변경

 3-2-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약정기간 중에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별지 7호서식]

● 사업참여기업은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의 변경으로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4. 참여근로자 모집 ․ 선발

4-1  참여근로자 모집
● 사업참여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배정한 지원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취업지원기관 등)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알선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서비스기관은 구인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일자리창출사업 구직등록자 중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알선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이 직접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구직상담을 통하여 
사업 참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참여근로자에 대한 참여기간의 제한은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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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참여제한자의 범위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 참여 확정 ․ 승인일 부터 퇴사일 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함
* (시간제) ʼ15.3.15. 참여 확정 ․ 승인되어 ʼ15.4.1. 주 20시간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작한 참
여근로자가 ʼ15.3.18.부터 ʼ15.3.22. 까지 편의점 등에서 일일 3시간씩 총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전일제: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에 여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민간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참여제한 근로자 판단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지원요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일자리
(재정지원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8시간 

또는 6시간 참여) 등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제한

○ × ×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복지형｣, 사회적기업 (4시간 
참여) 등  

참여시간대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참여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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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
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
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

  * 예시: 마을기업, 00구 예비사회적기업
③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자)

④ ʻ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
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 ․ 노무 ․ 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기업,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연계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자활공동체에 일자리참여자 승인 시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는 
참여자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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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생산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ㅎ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 ․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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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
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참여가능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4-3  취약계층 고용비율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되도록 해야 함

취약계층
고용비율 = 매월말일 기준 취약계층 참여근로자수(월평균) × 100매월말일 기준 참여근로자수(월평균)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참여 근로자의 70%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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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선정된 기업은 제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4-4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때에는 ｢참여예정자 명단｣을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 참여예정자의 개인별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 취약계층인 참여예정자는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해 추가 채용하는 참여근로

자에 대한 참여예정자 명단은 사유발생 시 수시 제출
●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참여예정자 중 참여 제한자 포함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별지 제12호서식]

‑ 다만, 사업참여기업은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
인원의 50%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함
* 단,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함
* 약정개시일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1인 이상 확정 ․ 승인 가능
* 예시: 참여기업의 약정개시일이 3.1.이고 배정인원이 10명일 경우 6.29. 까지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계없이 1명 이상 확정․ 승인 받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3개월이 되는 
날인 6.30.이 되는 시점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을 확정 ․ 승인 받아 채용하고 
이때 취약계층은 채용인원의 50%이상인 3명 이상이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채용을 위해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ʻ지체 없이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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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예정자가 관할 광역자치단체 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예정자에 대한 확정 ․ 승인을 거부할 수 없음
● (자체고용근로자 우선채용) 지원약정기간 중 사업참여기업의 자체고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자체고용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 ․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자체고용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추가 
확정 ․ 승인 가능
‑ 자체고용근로자수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예시: 배정인원이 10명인 사업참여기업에서 지원약정기간 중 2명의 자체고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8명(10명-2명)의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만 확정․ 승인 가능. 단, 이미 10명을 모두 
확정 ․ 승인한 경우에는 추후 탈락자 발생 시 추가 승인 불가

● (약정해지)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방법에 따라 지원약정
개시일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이상의 인원을 확정 ․ 승인 받지 
못한 경우 동일날짜에 약정 해지
* 확정 ․ 승인받은 인원의 50% 이상은 취약계층 이어야 함

● (필수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근로자를 확정 ․ 승인한 때에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 추가 확정 ․ 승인하거나 중도탈락자 발생 시에도 동일함

*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등 ʻ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ʼ 실적은 통합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사용하므로 통합정보시스템 현황관리에 유의

4-5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사업참여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기초
자치단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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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ʻ주 40시간(1일8시간)ʼ, 월209시간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주 6일제 근무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내 소정 근로시간**

으로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ʻ주 30시간(1일6시간)ʼ, ʻ주 
20시간(1일4시간)ʼ으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근로시간을 말함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예시: 월~금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자

4-6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에 따른 보고의무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ʻ5일 이내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7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시 참여근로자 관리 
● 사업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사업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참여근로자의 고용종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서비스기관과 협조를 통해 참여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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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참여기업의 의무

5-1  참여근로자 인사 ․ 노무관리
● (서류작성, 비치 및 제출) 참여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 상황부, 취업규칙(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8조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8조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ㅎ

● (참여근로자 권리보호)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참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 향상 노력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지정하는 등 

참여근로자의 고충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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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 제55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ㅎ

‑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참여근로자의 권리 보호
● (참여근로자 능력향상) 참여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참여근로자(또는 채용예정자)의 직업의식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 ․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킬 수 있음
*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참여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의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대체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 참여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으로 장기간의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체근로자 채용이 가능함
① 대상: 법령상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참여근로자의 ʻ90일 이상의 휴가 또는 휴직ʼ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유산 ․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90일 미만
이라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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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체근로자의 채용방법: 참여근로자의 모집․ 선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여근로자의 범위, 취약계층고용비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 휴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해야 하며, 기존 참여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해야 함

③ 대체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다른 일자리창출사업 사업참여기업에 알선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노력을 
해야 함

● (공연 ․ 예술사업의 복무관리) 공연 ․ 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참여근로자가 
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복무
관리 기준을 정함
①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단, 공연으로 인한 보상휴가 발생 시에만 지원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 제59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 제59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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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이외 장소의 근무 승인: 개별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25% 

범위 내에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
  ‑ 사업참여기업은 ʻʻ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ˮ를 월별로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ʻʻ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ˮ에는 참여근로자별 근무장소, 근무시간, 

수행업무 내용(연습과제의 과제명 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ʻʻ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ˮ를 변경하는 때에는 최소 

1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③ 사업참여기업의 사업활동 등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승인 없이 

참여근로자가 개인교습, 객원연주, 출강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지원금 미지급)

5-2  회계 관리
● 근거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참여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사업참여기업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서류(회계지출 증빙서류 등)를 작성하여 

상시 비치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이 회계 ․ 인사 등이 독립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입금을 모기업의 재정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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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입금 관리

임금 등 지급 방법
●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현금 수령증 및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으로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매출액의 사용
● 사업참여기업의 매출액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 매출액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함

① 참여근로자 임금액을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 지원금을 초과하는 
인건비

② 참여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적립
③ 대표자 인건비, 자체고용 근로자 인건비 및 동 사업의 유지 ․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동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재료비 등 포함) 사업운영비 
(프로젝트 개발비, 홈페이지 개발비, 홍보비 등), 물품구입비, 시설 ․ 장비 
투자비 (차량, 기계구입 등) 등

  * 단, 대표자가 비영리 법인․ 단체 내의 사업단 대표자로 모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대표자 인건비 사용불가

  ‑ 물품구입 및 시설 ․ 장비 투자는 ①, ②용도로 사용(적립)한 후 남은 
매출액을 사용하되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한 용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모법인, 법인 내 다른 사업단 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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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기관의 운용소득(사업단 포함)의 기준금액(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과세되어 기부 등 요건 
발생 시 세금 납부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되는바(사업단 명의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수익의 공익목적 사용이 사회적기업 취지에 해당하는 점, 공익목적
사업의 외부통제가 가능하여 사회적기업(사업단)의 임의적 사용 보다 공익성 확보가 
가능한 점, 모법인과 사업단의 분리 독립 규정이 법령에 정한 공익목적까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함

④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비용(임금인상, 복리후생, 참여근로자 성과급 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지역 사회 

이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 등

● 사업참여기업과 연계된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은 사업참여
기업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수익도 취해서는 안 됨

사업종료 이후의 매출액 관리
● (지원금 정산 및 매출액 사용 계획) 지원약정기간 중에 약정해지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기초자치
단체장과 ʻ지원금 정산ʼ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약정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사용내역(재무제표 등) 및 이익금(재무제표 상 
당기 순이익)의 향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 매출액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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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폐지(폐업)한 경우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에 수익금을 증여
할 수 있음

5-4  자립방안 강구
● 사업참여기업은 취약계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와 별개로 수익발생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함
‑ 자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자문을 받아 실천하는 것도 중요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유휴인력 발생 등 과다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수익모델 개발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지역에서 시장포화 문제가 발생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 역량에 

비하여 지원인원이 과다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원인원을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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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원약정의 중도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약정기간 중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사업장의 휴 ․ 폐업, 

사업포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ʻ5일 이내ʼ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ʻ접수일ʼ에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금 및 수익금의 정산을 실시해야 함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약정해지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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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사업내용

● 지원내용: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 지원금 산정방법
  -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는 1일 8시간(6시간, 4시간), 1주 40시간(30시간,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ʼ16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개정지원 비율 적용시점
  - 종전 지원비율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정기간까지는 종전지원비율 적용
   * 예시: 인증 1년차, 약정기간 ʼ15.8.1~ʼ16.7.31인 경우 → 지원비율 80% 적용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5년)

1. 지원금 신청

1-1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 2016.1.1.이전에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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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출근부, 사회보험료납입확인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급여 이체내역 사본 등)

  * 급여이체내역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한함(인터넷뱅킹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2회 이후)

③ 참여근로자별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⑤ 자체 고용근로자 임금지급내역

1-2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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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간

2-1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부터 ʻ12개월ʼ을 원칙으로 함

2-2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

으로 함

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일자리창출지원,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 다만 ʼ16년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ʼ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

● 일자리창출지원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16.12.14, 약정기간 ʼ16.7.1~ʼ17.6.30 → ʼ16.12.14까지 지원



117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하며, 이후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참여기업에 선정되었으나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까지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으로 산정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간도 최대지원기간에 합산
‑ 지원수준(지원인원, 지원금액 등)에 상관없이 종전에 지원을 받은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종전에 전문인력 지원만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지원기간에 미합산

●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지방비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재심사를 거쳐 당초 체결한 지원약정의 잔여기간에 
대해 국비로 지원 가능
* 예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ʼ11.9.1부터 1년간 지원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ʼ12.1.1에 재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잔여기간(8개월) 동안 국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모법인에서 독립 ․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경우
‑ 일자리창출사업의 인적 ․ 물적 자원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통해 일자리창출사업 분리가 가능하며, 신설법인의 최대지원
기간은 분리되기 전 모법인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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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지급수준 및 산정방법

3-1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 (지급내용) ʻ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ʼ와 ʻ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33%)ʼ
●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ʻ지원 비율ʼ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 
(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에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계속 고용 인센티브 사례

사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인센티브대상 여부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 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1월 3월 6월 9월 12월

참여근로자 A ◐ ○ ○ ○ ○ ○ ○ ○ ○ YES
참여근로자 B ◐ ○ ○ ○ ○ ○ ○ YES
참여근로자 C ◐ ○ ○ ○ ○ YES
참여근로자 D ◐ ○ ○ YES
참여근로자 E ◐ ○ NO
참여근로자 F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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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 지급함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100% 70% 60% 60% 50% 30%(30%+20%)

월 지급액(1인당)

1일 8시간 근로자 1,377천원 964천원 826천원 826천원 688천원 413천원
688(천원)

1일 6시간근로자 1,035천원 724천원 621천원 621천원 517천원 310천원
517(천원)

1일 4시간 근로자 685천원 479천원 411천원 411천원 342천원 205천원
342(천원)

* 산정방법: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260,27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33%(117,580원) = 1,377,85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7%

*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기준(약정기간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최저임금 일급: 8시간기준 48,240원, 6시간기준 36,180원, 4시간기준 24,120원
*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 단, 일부보험료만 지원되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곱한 후 정액

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예시: 예비1년차 기업 참여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수령하며 국민연금이 적용제외인 근로자 

근로자 964,000원(예비1년차) - [56,710원(1,260,270×4.5%)×0.7] ≒ 924,000원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 참여근로자 결근 시 결근일수 만큼 지원금이 차감되며 결근일수와 함께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됨
‑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유급휴일 이외에 사업참여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른 휴일 발생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지원금만 차감하며 주휴수당은 
차감하지 않음

‑ 단, 중도 입 ․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
* 계산방법 : 1인당 월 지원 금액 x 근무기간/30일(28일, 31일)
* 근무기간은 역일상의 일수로 계산(주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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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방법 (예시)
20XX년 X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예시: 예비 1년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일, 9일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일(14일)과 함께 연차비율을 적용한 
3일의 지원금(101,304원 = 3일×8시간×6,030원×70%)을 예비1년차 정액금(964천원)에서 차감(964천원 –
101,304원 = 862,696)하여 천원미만 절사한 862천원 지급

* 예시: 예비 2년차 1일 6시간 근로자의 경우, 10일, 16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14일, 21일)이 함께 연차
비율을 적용한 4일의 지원금(86,832원 = 4일×6시간×6,030원×60%)을 예비2년차 정액금(6시간 근로자 
619천원)에서 차감(621천원-86,832원 =534,168원)하여 천원미만 절사한 534천원 지급 

* 예시: 인증 1년차 4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창립일(24일)을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정한 때 그 창립일은 
지원금을 제외하므로 주휴일을 적용하고 연차비율을 적용한 1일의 지원금(14,472원 = 4시간×6,030원
×60%)을 인증1년차 정액금(4시간 근로자 411천원)에서 차감(411천원-14,472원=396,528원)하여 
천원미만을 절사한 396천원 지급

* 예시: 예비 1년차의 1일 4시간 기준 근로시간제 참여 근로자가 1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연차 월 정액금에서 
해당월 근무일수 비례 금액을 산정하여 천원미만 절사 지급 

         479천원(해당 월 정액금)×16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의 일수) = 255,466원 천원미만 절사, 255
천원 지급

* 예시: 예비 1년차 1일 6시간 기준 근로시간제 참여근로자가 18일 입사한 경우
         724천원(해당 월 정액금) ×13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 일수) = 313,733원, 천원미만 절사, 313천원 

지급

● ʻ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유급휴일ʼ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③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포함
⑤ 다른 법령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예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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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수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로 산정하되, 취업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조사에 의한 휴일을 다른 유급휴일과 
별도로 산정 가능

  * 예시: ⓐ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경우는 1일의 유급휴일로 산정, ⓑ 부모의 사망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5일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산정

지원금 지급대상 유급휴일의 범위
구  분 대  상 일  수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해당일수

훈  련 예비군 ․ 민방위훈련 소요일수

경조사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출  산 배우자 3일

질  병
본인

(단,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급처리되므로 지원금 미지급)

- 질병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지급
- 휴직기간의 1/2(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5일 이상은 
의사 진단서 필요)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1.일요일  2.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1월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삭제  6.석가탄신일  7.어린이날  8.현충일  9.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0.기독탄신일 10의2.공선
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11.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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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대해서는 ʻ사업주가 직접부담ʼ하며,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외해야 함
①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 

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② 사업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유급휴일 또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유급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③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
수당 중,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만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
* 예시: 참여근로자가 18:00~03:00까지 근로한 경우(21:00~22:00 휴게), 8시간의 근로시간은 

지원금 지급대상이지만, 야간근로(5시간 / 22:00~03:00)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제외
④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으로 위의 지원금 지급대상 유급휴일 범위에서 

제외되는 날을 유급휴일(유급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함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지원금 산정방법>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이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단가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원
‑ 참여기업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 두루누리 중복지원 

적용 대상자 제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액지원
- 두루누리사업 지원사업장 지원금 단가 산정방법

․  월 지원단가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지원비율}
(ʼ15) 인증1년차: 1,016,000원 - {(10,000원 + 52,000원) × 80%}  = 966,000원
(ʼ16) 인증1년차: 826,000원 - {(11,340원 + 56,710원) × 60%}  = 785,170원

●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여부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고용보험료납부 
내역 카드’로 지원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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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실적보고

4-1  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함
● (확인사항)

① 참여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무일(시간) 및 임금내역
② 참여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지원금 신청 해당 월)

③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사유발생시)

④ 전월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
⑤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 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⑥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지 여부
  * 두루누리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⑦ 사업참여기업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참여기업의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도 제출받아 확인

  *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나 4대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즉시 체불임금 
또는 4대 보험료를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청산 시까지 ʻʻ지원금 지급보류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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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정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하여야 함

4-2  광역자치단체 실적보고
● 사업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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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 재심사 Ⅴ
1.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 (공모 사전안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하도록 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련기업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 광역자치단체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판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ˮ현황을 확인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고문을 
발송

● (접수기간) 재심사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일정, 재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ʼ15일 이상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음. 다만,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ʻ최소한 
7일 이상ʼ이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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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사 대상

2-1  재심사 참여자격

이 지침에 의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예시1: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년차 약정기간이 ʼ14.6.1~ʼ15.5.31이고 재심사 

접수마감일이 ʼ15.6.12.인 경우, 최대지원기간 ʼ15.5.31. 이전인 ʼ15.5.30.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 참여 가능

* 예시2: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년차 약정기간이 ʼ14.6.1~ʼ15.5.31이고 재심사 
접수마감일이 ʼ15.5.22.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인증신청을 접수마감일 이후 ʼ15.5.27 하였을 경우에도 재심사 참여 가능

* 예시3: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년차 약정기간이 ʼ14.6.1~ʼ15.5.31이고 재심사 
접수마감일이 ʼ15.5.22.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인증신청을 접수마감일 이후 최대지원기간 지나서 ʼ15.6.1 하였을 경우에는 참여 불가

지원기간

일자

예시
지정
기간

개시일
인증

신청일
(예2: ㅇ)

접수
마감일

(예2, 3)
인증

신청일
(예2: ㅇ)

지정기간
(3년)
종료일

인증
신청일

(예3: ×)
접수

마감일
(예1)

ʼ14.6.1 5.20 5.22 5.27 ʼ15.5.3
0

ʼ15.5.3
1 6.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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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심사 제외 대상
●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 예시: 참여기간이 ʼ14.1.1~ʼ14.12.31이고 재심사 공고일이 10.15인 경우,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기준인 9개월(1~9월)을 판단기준으로 함

● 6개월 미만: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해당기준의 70%
  예시: 당초 매출액 목표가 1,000만원이나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까지 참여기간이 7개월인 

경우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490만원임
         * 1,000만원(목표매출액)x70%(목표매출액의 기준)x70%(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의 기준)

②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ʻ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ʼ이 다음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1인당 월평균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ʼ16년기준 882천원 1,008천원 1,134천원 1,260천원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ʼ16년기준 504천원 630천원 756천원 882천원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ʼ16년도 

최저임금 1,260천원)

③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3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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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다음 연도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연차 지원 비율 적용

3. 재심사 신청

3-1  재심사 안내
●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계속지원 

신청 ․ 접수 및 심사 ․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심사 일정을 확정
* 예시: 재심사 대상 기업A의 약정기간이 ʼ14.8.1~ʼ15.7.31인 경우 ʼ15.4.15에 재심사 공고, 

ʼ15.4.30 신청 ․ 접수를 마감하여 ʼ15.6.30까지 심사 ․ 선정,  ʼ15.7.10 선정결과 보고 ․
게시, ʼ15.7.20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재심사 대상 기업B의 참여기간이 
ʼ14.10.1~ʼ15.9.30일 경우 기업A의 재심사 기간에 함께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재심사 일정이 확정되면 사업참여기업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심사 일정 

및 절차, 신청서 및 준비서류, 접수처 등을 공문 등으로 안내

3-2  재심사 신청 및 접수
● 일자리창출사업에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신청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관할 기초

자치단체에 ｢(재심사) 참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별지 제2호서식]

● 신청기업의 소재지관할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업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한 후 즉시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이송하고, 해당 
신청 기업에 이송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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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하도록 요청
‑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 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5조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훈련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별지 제6호서식] 

4. 재심사  및 선정
● 본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외의 심사 ․ 선정 절차 및 방법과 심사

기준은 ｢Ⅲ.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의 내용 준용

4-1  선정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중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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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원인원 조정
● (계속지원인원)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ʻ재심사일 현재ʼ 

참여 인원을 계속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중 청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초과배정 가능 함

● (지원인원 감원)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감원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지원인원 감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심사위원회
에서 감원을 결정한 경우

‑ 감원된 경우에도 총 지원인원은 ʻ1인 이상ʼ으로 함
● (지원인원 증원) ʻ재심사일 현재ʼ 지원약정서 상 배정된 지원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원 가능
‑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공공부문과의 용역위탁 및 제품구매 계약체결 

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여 증원할 수 있음

5. 지원약정 체결 ․ 변경
●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새로 체결하는 지원약정의 

개시일은 직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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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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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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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ʼ15년 3/4분기가구 월평균소득 1,715,812 3,174,966 4,618,531 5,254,304 5,388,428
60% 1,029,487 1,904,980 2,771,119 3,152,582 3,233,057 

월 보험료 납부액 33.252 61.530 89.507 101.828 104.42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5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3%)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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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ㅇ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ʻ취업성공패키지ʼ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주)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나.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ʻ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ʼ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ʻ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ʼ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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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범죄피해자 보호․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
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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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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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
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
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 저소득자로 ʼ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ʼ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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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회서비스의 범위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중등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P85 교육 서비스업P8510 초등 교육기관P8511 유아 교육기관P8512 초등학교P8520 중등 교육기관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P8530 고등 교육기관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ˮP8541 특수학교P8542 외국인 학교P8543 대안학교P8550 일반 교습 학원P8560 기타 교육기관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P8562 예술 학원P8563 사회교육시설P8564 직원훈련기관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
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
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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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ʻʻ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ˮ

E37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0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ʻʻ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ˮ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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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광 및운동 서비스

문화 · 예술 활동과 레저 ·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ʻʻ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R90 ʻʻ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ʻʻ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21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ˮ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ʻʻ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ˮ
R9029 ʻʻ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ʻʻ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청소 등사업시설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ˮ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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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등사업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 및 탐정업ˮ(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75)

간병 및개인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ʻʻ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ˮ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ʻʻ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ˮ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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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

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 ․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

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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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사업수행기관”)과 ʻOOO기업 
(이하 “사업참여기업”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연차, 지원비율)

   지원인원:   명(취약계층 ____% 이상 포함되어야 함) 

   지원내용:  [(최저임금액수준의 인건비)+(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목표매출액:         원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 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기초자치단체장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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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ʻ̒사업 
수행기관ˮ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근로자는 “사업참여기업”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사업참여기업”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ʻ̒사업참여기업ˮ의 소재지 및 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사업수행기관ˮ은 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용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참여근로자 1인당 월 약정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③ ʻ̒사업참여기업ˮ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한다.

  ⑤ 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⑧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미지급) 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원약정개시일 이후에 ʻ̒사업수행기관ˮ이 
배정한 참여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근로
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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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사업발전 가능성, 수익률 등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이하 ʻʻ시행지침ˮ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한 때 

  2. 지원약정개시일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사업계획서 대비 참여단체가 
제시한 수익규모(매출액)가 70%에 미달하는 때

  3. 참여근로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ⅰ) 1년차 재심사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40%에 미달하는 경우(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70%)

    ⅱ) 2년차 재심사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ⅲ) 3년차 재심사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ⅳ) 4년차 재심사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4.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제9조(보고의무)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ʻ̒사업참여기업ˮ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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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근로조건 상향, 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적립 등)에 우선 사용한 후 근로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 

당해 사업의 유지 ․ 확대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운영목적에 부합
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으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획득한 수입금은 아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만큼의 기간 동안은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2. 동 일자리 사업유지를 위해 당해 사업 참여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 ․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
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제재조치)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
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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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그밖에 ʻʻ사업참여기업ˮ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사업참여기업ˮ이 제3항에 의하여 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ʻ̒사업
수행기관ˮ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ʻʻ사업 
참여기업ˮ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⑧ ʻ̒사업수행기관ˮ은 ʻ̒사업참여기업ˮ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 실시하는 ʻʻ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과정ˮ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제재처
분에서 한 단계 올려 추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⑨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약정의 변경)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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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약정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약정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4조(약정해지)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지원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연계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6. 지원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7.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8.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을 확정 ․ 승인받지 못한 경우
* 신규 참여기업에 한함,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1.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12.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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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
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약정개시에 필요한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16조(지원금 정산)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 잔액, 매출액 사용내역 및 이익금의 향후 사용계획(최종 지원 종료 시 
해당)을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 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ʻ̒사업참여기업ˮ은 ʻ̒사업수행
기관ˮ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위탁사업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서 제12조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 있다. 

제18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사업참여기관”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징수)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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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수사항) ʻ̒사업참여기업ˮ은 이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 ․ 군 ․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단체대표            (서명 또는 인)



151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

   ③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④ ʻ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 노무․ 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
사업기업,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연계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자활공동체에 일자리참여자 승인 시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는 
참여자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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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 ․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

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
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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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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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v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v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v 작성방법
  1)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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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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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지원약정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A) 매출액(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157

(제3쪽)

v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v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v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6)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

(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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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
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159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
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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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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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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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는 체납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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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기업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번    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3년경과) 법인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 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유사사업

사업명 참여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마을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농어촌공동체회사[ ]     년  월  일~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수 전문인력근로자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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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3)지원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년 년 년 년
일자리창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재정성과(최근3년)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5) 일자리창출 참여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총 유급근로자수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예술보육산림보전 및 관리가사‧간병문화재 보존‧활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고용서비스제조업유통업기타
성별 남여

연령별 청년(15~29세)중장년(30~54세)고령자(55세이상)

취약
계층별

취약
계층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장기실업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기타일반참여자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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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 ㉰[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 변경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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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0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1.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1.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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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배정인원수 명 취약계층고용계획비율 %

참여예정자수 명 참여예정자 중취약계층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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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참여예정기간 취약계층

분류번호 휴대폰 비고
1 김길동 2015.3.1. ~ 2016.2.28 5
2 이길동 2015.3.1 ~ 2016.2.28 12-5
3 홍길동 2015.3.1 ~ 2016.2.28 1
4
5
6
7
8
9
10
11
12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12-7)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12-8)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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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금액
지원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로 중복지원된 경우 부정수급 처리)

3.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산출내역

전월 지원금 수령액
(A)

전월 지원금 집행액
(B)

전월 지원금
잔액(C=A-B)

당월 지원금
산정액(D)

당월 지원금 신청액
(E=D-C)

지 원 금 신청액(E) 원
구비서류: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2회 이후)
③ 참여근로자별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⑤ 자체 고용근로자 임금지급내역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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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업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퇴사일) 근로일수 유급휴일
  공제일수*(a)

  최저  임금일급**(b)

지원금(c)=연차별지원금-{(a × b) x 연차별지원비율}(천원단위미만 절사)
임금지급액

지원금 합계(C)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최저임금 일급: 1일 8시간근로자 48,240원, 1일 6시간 근로자 36,180원, 1일 4시간근로자 24,120원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171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산정방법 작성 예시

□ 신청기업명: (주)사회적기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성  명 생년 월일 입사일(퇴사일) 근로일수 유급휴일
공제일수*
(a)

최저임금일급**
(b)

지원금(c)=연차별지원금-{(a × b) x 연차별지원비율}(천원단위미만 절사)
임금지급액

예시1 20XX.03.01 20 3 3 44,640 1,036,000 *,***,***

예시2 20XX.03.01 20 2 4 33,480 654,000 *,***,***

예시3 20XX.03.01 21 4 1 22,320 490,000 *,***,***

예시4 20XX.04.16 16 22,320 305,000 *,***,***

예시5 20XX.04.19 12 33,480 371,000 *,***,***

지원금 합계(C) 2,856,000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2,856,000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최저임금 일급: 1일 8시간근로자 48,240원, 1일 6시간 근로자 36,180원, 1일 4시간근로자 24,120원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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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방법예시
20XX년 X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예시: 예비 1년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일, 9일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일(14일)과 함께 연차비율을 
적용한 3일의 지원금(101,304원 = 3일×8시간×6,030원×70%)을 예비1년차 정액금(964천원)에서 
차감(964천원 – 101,304원 = 862,696)하여 천원미만 절사한 862천원 지급

* 예시: 예비 2년차 1일 6시간 근로자의 경우, 10일, 16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14일, 21일)이 함께 
연차비율을 적용한 4일의 지원금(86,832원 = 4일×6시간×6,030원×60%)을 예비2년차 정액금(6시간 
근로자 619천원)에서 차감(621천원-86,832원 =534,168원)하여 천원미만 절사한 534천원 지급 

* 예시: 인증 1년차 4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창립일(24일)을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정한 때 그 
창립일은 지원금을 제외하므로 주휴일을 적용하고 연차비율을 적용한 1일의 지원금(14,472원
= 4시간×6,030원×60%)을 인증1년차 정액금(4시간 근로자 411천원)에서 차감(411천원-14,472원
=396,528원)하여 천원미만을 절사한 396천원 지급

* 예시: 예비 1년차의 1일 4시간 기준 근로시간제 참여 근로자가 1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연차 월 정액금
에서 해당월 근무일수 비례 금액을 산정하여 천원미만 절사 지급 

         479천원(해당 월 정액금)×16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의 일수) = 255,466원 천원미만 절
사, 255천원 지급

* 예시: 예비 1년차 1일 6시간 기준 근로시간제 참여근로자가 18일 입사한 경우
         724천원(해당 월 정액금) ×13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 일수) = 313,733원, 천원미만 

절사, 313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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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 기 업 개 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팩   스)

실적보고서 작성 책임자                    (인)

 ▣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배정인원

사업계획서상 목표 매출액

 ▣ 수 입 내 역(사업기간)
구   분 금액 사업계획대비 비율 총수입대비 비율

계

정부지원금

기업지원금

민간기부/후원/회비

영업수익(매출액)



174

(제2쪽)

▣ 국고지원금 예산 세부집행 내역(월별)

발생월 지원금액 지출금액 잔액 세부지출내역
2015년 7월

(2015년 6월분) 인건비, 사회보험료

총계
* 국고이자 발생일자 및 발생액(별도표시):          원
* 국고지원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할 것

▣ 이익금 잔액
(단위: 원)

사업기간 수입액 지출액 잔액 사용계획 비고

(종료단체만 해당)
* 잔액은 사업종료일 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지 작성 가능
* 사업종료 전월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향후 참여자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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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 기타 특이사항 (향후 계획 등)

 ▣ 지원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실적

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을 기재
② 실적 중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③ 참여자 교육 실적 등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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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39호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030원

◈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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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2] 

최저임금, 이것만큼은 알자!
2016년 시간급 6,030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3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계산법(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7월 월급 1,239천원을 받았을 경우)

1 7월에 받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c

월급명세서(7월) * 추려내는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1,050,000원
80,000원
50,000원
39,470원
20,000원

1.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

2.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은 제외 
(시간외 수당 등)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제외

기본급
직무수당

1,050,000원
50,000원

급여계 1,239,470원 임금계 1,100,000원

2 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ʼ15년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 5,580원)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시간임금 환산방법 = 추려낸 임금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인 경우에는 209시간 
적용● 판단: 110만원 ÷ 209시간 ≒ 5,263원 < 6,030원

● 209시간 =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에서 참고

최저임금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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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3] 

청소년 알바 체크리스트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은 1644-3119

1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Yes No

2 나이를 확인했나요?
☞ 만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Yes No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 Yes No

4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하고 개근하였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Yes No

5 계약서 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이 있나요?
☞ 연장근로에 대해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Yes No

6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한 적이 있나요?
☞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Yes No

7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겹치게 근무하였나요?
☞ 각각 할증(50% + 50%)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Yes No

주휴수당이 뭐죠?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예요. 주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시급 6,000원인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개근한 근로자의 주급은 얼마
일까요?

            ☞ 6,000 × 24시간(주5일 20시간 + 유급주휴시간 4시간) = 144,000원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경우 할증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주어야 해요.(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수  당 계  산  식
연장근로수당 (시급 + 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친다면 중첩 적용
(시급 + 50% + 50%)

야간 근로수당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시급 + 50%)

사례  시급 6,000원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후 6시 ~ 10시까지인 근로자가 오후 6
시 ~ 자정(12시)까지 일했다면 받아야 할 일급은 얼마 일까요?

           ☞ (6,000×6시간)+연장가산임금(6,000원×50%×2시간)+야간가산임금(6,000×50%×2시간)=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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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 ․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 전문인력이 (예비)사회적기업 내부의 전문가로서,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경영컨설팅을 follow-up하여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지원
용어의 정의

●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를 의미
  ① 기획, 인사 ․ 노무, 영업, 마케팅 ․ 홍보, 교육 ․ 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관련, 무역, 정보․ 통신․ 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위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별지 제3호서식]

      * 전문인력 승인은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및 사용증명서로 확인함을 기본으로 하나 
전문인력 분야 중 문화예술분야/요식업 등은 급여대장, 공연 포스터 ․ 리플렛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 해당분야 대표자(사업주)로 종사한 경력도 인정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ʻʻ①ˮ 각 분야 석 ․ 박사 학위 소지자
●전문인력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약정서에 명시된 주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도 일부 허용됨
  ‑ 다만, 부수적인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 약정이 해지되며 주간업무 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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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시행시기: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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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01 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02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기업 → 기초자치단체)

03 심사･선정(기초자치단체)

04 선정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05 약정체결(기초자치단체 ↔ 사업참여기업)

06 채용예정자 명단제출((예비)사회적기업)

07 채용자 확정･승인(기초자치단체)

08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예비)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

09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10 사업수행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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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Ⅲ
1. 선정절차

1-1  모집 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문인력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하도록 함(권고사항)

● (접수기간) 상시접수

1-2  신청 및 심사(재심사)
● 참여자격

‑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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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사업신청서 제출
‑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관할 기초자치

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여부 결정
● 지원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인원에 대한 재심사

‑ 이미 전문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12개월) 

만료가 도래하는 인원에 대해 계속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90일전까지 계속지원을 신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참여기업에서 재심사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하고 신규로 
신청 하도록 하며 지원 종료 이후 고용유지하고 있는 경우 자체고용인력
으로 보지 않고 지원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

1-3  지원결과 통지 및 보완
●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의 일부내용 보완 등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지원결정 내용이 당초 제출한 활용계획서와 다를 경우 신청기업은 지원 결정 

내용대로 활용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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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원약정 체결
● 전문인력 지원사업 선정 즉시 (예비)사회적기업에 통지
●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결정 

통지를 한 날(보완요청을 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함(별표)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필요한 사항을 지원약정서에 추가할 수 있음

2. 참여근로자 선발

2-1  전문인력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
●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서비스기관(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부터 적격자를 알선 받거나 직접 선발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근로개시일 3일전까지 채용예정자 명단 및 전문인력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 기초자치단체는 참여예정자가 전문인력 기준에 해당되는지 및 참여제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개시일 전까지 승인여부 결정

● 기초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선정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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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제한자의 범위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전문인력 채용일 전부터 당해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하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사용한 경우, 본 지침의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속지원 가능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
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 노무․ 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기업,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연계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자활공동체에 일자리참여자 승인 시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는 참여자 승인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은 약정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약정을 해지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재신청 하여야 함
* 예시1: 전문인력 지원약정을 ʼ15.4.1~ʼ16.3.31까지 체결하고, ʼ15.4.15 전문인력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ʼ15.5.1부터 근로개시한 경우에, 실 지원금은 ʼ15.5.1~ 
ʼ16.3.31까지 지원

* 예시2: 전문인력 지원약정을 ʼ15.4.1~ʼ16.3.31까지 체결하고, ʼ15.6.20 전문인력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ʼ15.7.5부터 근로개시한 경우는, 근로개시일이 약정 체결일로
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약정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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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생산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재심사 대상 전문인력에 대한 계속지원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 사업참여기업이 재심사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하고 신규로 신청하도록 

하며 지원 종료 후 고용유지 하고 있는 경우 자체고용인력으로 보지 않고 지원 승계
하는 것으로 인정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단체의 구성․ 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단체의 운영의 주체 해당 여부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생활협동조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 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참여기업에서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
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별지 제8호서식]

●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자 참여가능
●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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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문인력의 이직과 대체채용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받고 있는 전문인력이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원기간 내에 전문인력이 이직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계속 지원받고자 할 경우 절차 및 지원기간
① 당초 승인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예비)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채용될 자가 전문인력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

하는 서류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채용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으로 함
* 예시: 약정기간이 ʼ15.1.1.부터 ʼ15.12.31.까지인 전문인력이 ʼ15.1.10. 입사, ʼ15.4.30. 

퇴직, 대체 전문인력이 ʼ15.6.1. 채용된 경우 대체 전문인력의 지원기간은 
ʼ15.6.1.부터 ʼ15.12.31.까지임

‑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도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으로 함 
* 예시: 약정기간이 ʼ15.1.1.부터 ʼ15.12.31.까지인 전문인력이 ʼ15.1.10. 입사, ʼ15.4.30. 퇴직, 

이후3개월간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함. 
이후 재신청 승인으로 전문인력을 ʼ15.9.1. 채용한 경우 전문인력의 지원기간은 
ʼ15.9.1.부터 ʼ15.12.31.까지임

② 당초 승인받은 분야 이외의 분야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기존의 약정은 해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새로이 신청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역별지원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이 경우 지원기간은 기존약정 종료기간까지만 지원함
 *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ʻ̒기획(상품기획) ․ 인사․ 노무 ,ˮ ʻ̒영업․ 마케팅․ 홍보․ 무역 ,ˮ ʻ̒교육 ․

훈련ˮ, ʻʻ회계 ․ 재무․ 법무ˮ, ʻʻ문화 ․ 예술․ 디자인․ 영상ˮ, ʻʻ정보 ․ 통신․ 컴퓨터ˮ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ʻ소분류ʼ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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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중인 전문인력이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장기간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전문인력 대체근로자 채용 관련
① 참여근로자가 관계 법령상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가 ․ 휴직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참여근로자 대체 채용이 가능
② 유산 ․ 사산휴가의 경우는 90일 미만인 경우라도 참여근로자 대체 채용이 가능
③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 휴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여야 함
④ 참여근로자를 대체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대상 범위 및 참여자격 제한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함
⑤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는 기존 참여근로자가 종사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⑥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 기관과 연계

하여 다른 참여단체에 알선, 실업급여 수급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노력을 이행
하여야 함

2-3  전문인력 관리
● 사업참여기업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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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총 지원금 중 국고보조금(75%), 지방예산(25%) 매칭사업

 * ʼ12.10.15일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대상을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전문
인력 인건비 일부 차등 지원됨

2.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5인(자체고용인원+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대상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조정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로 

감소한 때,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 경우 재심사 선정 제외
* 예시: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예비사회적기업 (주)oo산업(지원기간: 

ʼ14.5.1.~ʼ15.4.30., 상시근로자 5명)이 ʼ15.1.10.에 권고사직(고용조정)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여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 된 상황에서 ʼ15.2.10. 전문인력 지원사업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재심사 선정을 제외함. 다만, 감원의 사유가 근로자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인 경우 재심사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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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명), 예비 

사회적기업은 1명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예비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4대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월 20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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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예시- 예비사회적기업

예시
지원 연차에 따른 월 지원금

설명(예비)사회적기업
1년차(20%) 2년차(30%)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60
만원

140
만원

● 1년차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40만원 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40
만원을 뺀 160만원 지급

●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30% 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60만원을 뺀 140만원 지급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
만원

175
만원

●1년차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50만원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자부
담을 뺀 200만원 지급

●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30% 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75만원을 뺀 175만원 지급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
만원

200
만원

● 1,2년차 모두 급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을 
뺀 금액이 고용부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
액인 200만원을 지급

지급 예시- 사회적기업

예시
지원 연차에 따른 월 지원금

설명사회적기업
1년차(20%) 2년차(30%) 3년차(50%)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60
만원

140
만원

100
만원

●1년차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40만원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자부담을 뺀 
160만원 지급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3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60만원을 뺀 140만원 지급

●3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5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100만원을 뺀 100만원을 지급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
만원

175
만원

125
만원

●1년차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50만원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자부담을 뺀 
200만원 지급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3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75만원을 뺀 175만원 지급

●3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5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125만원을 뺀 125만원 지급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
만원

200
만원

150
만원

●1, 2년차 모두 급여에서 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을 뺀 
금액이 고용부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00만원을 지급

●3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5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150만원을 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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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일자리창출지원,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 지원개시일은 ʼ15.6.1임
● 다만 ʼ16년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ʼ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

● 전문인력지원 약정기간 중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16.12.14, 약정기간 ʼ16.7.1 ~ ʼ17.6.30 → ʼ16.12.14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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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받은 분야 또는 기 지원받은 전문인력 지원 불가
* 예시: 인증 사회적기업이 영업분야 전문인력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지원 종료 후 지원 

종료된 영업분야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신청 불가함

지원기간 예시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예비3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인증4년차 인증5년차 인증6년차 인증7년차
영업분야(자부담)

○
(20%)

○
(30%) - ◐

(20%)
○

(30%)
○

(50%) -
IT분야(자부담)

○
(20%)

○
(30%) - ○

(20%)
○

(30%)
◑

(50%) -
교육분야(자부담) - - - - ○

(20%)
◑

(30%) -
법무분야(자부담) - - - - ◑

(20%) -
* ○: 지원받은 연도 ◐: 인증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 ◑: 인증 사회적기업 최대 지원기간 종료일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은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에 급여대장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통장 사본 등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1호서식]

‑ 지원금 지급은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전문인력의 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예비)사회적기업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고
‑ 급여 지급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및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을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참여기업 명의 통장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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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간(급여산정기간 중간)에 채용 ․ 이직 ․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실제 
급여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
* 예시: 전문인력 임금이 250만원으로 지원금이 200만원(1차년도 자부담 20%)인 경우 지원금 

일할산정 방식:총 급여산정일수가 31일인 달에 26일 동안 근무한 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1,677,410원(2,000,000원 X 일수(26일)/총 급여산정일수(31일)

● 전문인력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

5. 전문인력 관리
●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을 계속하여 채용

‑ 사업중단․ 위탁해지 등의 사유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안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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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약정서(    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사업수행기관”)과 ʻOOO기업 

(이하 “사업참여기업”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분야:   

   지원인원:    명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
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기초자치단체장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모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전문인력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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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참여근로자는 “사업참여기업”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사업참여기업”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ʻ̒사업참여기업ˮ의 소재지 및 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⑤ ʻ̒사업참여기업ˮ은 전문인력을 지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ʻ̒사업참여기업ˮ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전문인력 1인당 월 200만원을 한도로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에서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ʻ̒사업참여기업ˮ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
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한다.

  ④ 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

  ⑥ 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⑦ ʻ̒사업참여기업ˮ은 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전문 
인력에게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7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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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속지원의 결정) ʻ̒사업수행기관ˮ은 권역별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기 
지원인원의 효과성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한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보고의무)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
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지도 ․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 ․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
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제재조치)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
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그밖에 ʻʻ사업참여기업ˮ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③ 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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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ʻ̒사업참여기업ˮ이 제3항에 의하여 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ʻ̒사업참여기업ˮ은 전문인력을 지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해당분야 이외의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사업수행기관ˮ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ʻʻ사업 
참여기업ˮ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⑧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 실시하는 ʻʻ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과정ˮ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ʻ̒사업참여기업ˮ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제재 
처분에서 한 단계 올려 추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⑨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전문인력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약정의 변경)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약정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약정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2조(약정해지)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지원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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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전문인력을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케 한 

경우
  6. 지원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7.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8.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9.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10.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3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

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약정개시에 필요한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
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사업참여기업ˮ이 위탁사업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시 이자
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서 제12조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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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 있다. 

제15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사업참여기관”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징수)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ʻ̒사업참여기업ˮ은 이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 ․ 군 ․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단체대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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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하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사용한 경우, 

본 지침의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속지원 가능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 노무․ 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
사업기업,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연계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자활공동체에 일자리참여자 승인 시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는 
참여자 승인 불가)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 ․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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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

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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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 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   .  .   .   . ~    .   .   .
사 업 개 발 비 지 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   .  .   .   . ~    .   .   .
사 업 개 발 비 지 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사 회 보 험 료 지 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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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v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v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v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ʻ̒기획(상품기획) ․ 인사․ 노무 ,ˮ ʻ̒영업․ 마케팅․ 홍보․ 무역 ,ˮ ʻ̒교육․ 훈련 ,ˮ 

ʻʻ회계 ․ 재무 ․ 법무ˮ, ʻʻ문화 ․ 예술 ․ 디자인 ․ 영상ˮ, ʻʻ정보 ․ 통신 ․ 컴퓨터ˮ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ʻ소분류ʼ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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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21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   .  .    .   . ~    .   .   .
사 업 개 발 비 지 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   .  .    .   . ~    .   .   .
사 업 개 발 비 지 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사 회 보 험 료 지 원 .   .   .  .    .   . ~    .   .   .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212

(뒷쪽)

v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v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v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ʻ̒기획(상품기획) ․ 인사․ 노무 ,ˮ ʻ̒영업․ 마케팅․ 홍보․ 무역 ,ˮ ʻ̒교육․ 훈련 ,ˮ 

ʻʻ회계 ․ 재무 ․ 법무ˮ, ʻʻ문화 ․ 예술 ․ 디자인 ․ 영상ˮ, ʻʻ정보 ․ 통신 ․ 컴퓨터ˮ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ʻ소분류ʼ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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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활용성과
*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

계속지원 
필요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 

향후 
활용계획 *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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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전문인력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 락 처(휴 대 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참여예정전문인력 수 명 참여예정자 중고령자 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사용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6.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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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참여예정기간 고령자

여부 휴대전화 비고
1 김길동 2015.3.1. ~ 2016.2.28 고령자
2 이길동 2015.3.1 ~ 2016.2.28 -
3

【 전문인력 참여제한자 유형 】
1. 전문인력 채용일 전부터 당해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하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사용한 경우, 본 지침의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속지원 가능
2.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 ․ 노무 ․ 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기업, 동
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연계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자활공동체에 일자리참여자 승인 시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는 참여자 승인 불가)
3. 재심사 대상 전문인력에 대한 계속지원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 사업참여기업이 재심사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하고 신규로 신청하도록 하며 지원 종료 후 

고용유지 하고 있는 경우 자체고용인력으로 보지 않고 지원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
4.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단체의 구성․ 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단체의 운영의 주체 해당 여부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생활협동조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 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5.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6.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7. 사업참여기업에서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8.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9.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자 참여가능
10.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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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
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
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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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는 체납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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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1.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1.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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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안)
  ○○단체와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업무 내용: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0시 0분 부터 0시 0분 까지(휴게시간: 0시 0분 부터 0시 0분 까지)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 임금은 기본급         원,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

    -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제외)

  ∙ 임금은 매월 0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 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기업명: 
주  소: 전  화: 
대  표: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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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0호서식] 

주간업무일지

성 명 결재
팀 장 대 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월)

월     일 (화)

월     일 (수)

월     일 (목)

월     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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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원금신청내역                       원  (     명)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   .  .    .   . ~    .   .   .
사 업 개 발 비 지 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   .  .    .   . ~    .   .   .
사 업 개 발 비 지 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사 회 보 험 료 지 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 산출내역(당월분)

근로자명 계산기간 지급 총액 신청금액 비고
초일~말일

합 계 원
 * 지급총액: 세액공제 전 임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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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v 구비서류:
  1. 전문인력 임금대장 사본 1부
  2.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4. 주간업무일지 사본 1부
v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v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ʻ̒기획(상품기획) ․ 인사․ 노무 ,ˮ ʻ̒영업․ 마케팅․ 홍보․ 무역 ,ˮ ʻ̒교육․ 훈련 ,ˮ ʻ

ʻ회계 ․ 재무 ․ 법무ˮ, ʻʻ문화 ․ 예술 ․ 디자인 ․ 영상ˮ, ʻʻ정보 ․ 통신 ․ 컴퓨터ˮ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ʻ소분류ʼ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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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의원 ․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112  기업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 ․ 교육및법률관련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 ․ 예술 ․ 디자인 및 영상관련관리자
135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14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 ․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 ․ 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한국표준직업분류(2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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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기 ․ 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안전관리 및 검사원
237  항공기 ․ 선박기관사및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48  종교관련 종사자

25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 ․ 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27  경영 ․ 금융전문가및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기획 ․ 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기술영업및중개관련종사자  

28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 ․ 기자및출판전문가
282  큐레이터 ․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  연극 ․ 영화 및 영상전문가
284  화가 ․ 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289  매니저 및 기타문화 ․예술관련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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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사무원
312  경영관련 사무원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20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  상담 ․ 안내 ․ 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관련 사무원
392  여행 ․   안내 및 접수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 ․ 소방 및 보안관련서비스직　 411  경찰 ․ 소방및교도관련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이미용․ 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21  의료 ․ 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422  이 ․ 미용및관련서비스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이미용 ․ 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주방장 및 조리사
442  음식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10  영업종사자
52  매장 판매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  방문 ․ 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530  방문 ․ 노점및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1  농 ․ 축산 숙련직  
611  작물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3  축산및사육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 ․ 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제조관련기능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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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73  목재 ․ 가구 ․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 ․ 가구 ․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41  금형 ․ 주조 및 단조원
742  제관원 및 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및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71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772  건설관련기능종사자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77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7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780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2  배관공
799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8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 조작직　　
811  식품가공관련 기계 조작원
812  음료제조관련기계조작원 
819  기타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1  섬유제조 및 가공 기계조작원
822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83  화학관련 기계 조작직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32  화학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1  주조 및 금속 가공 관련 기계조작원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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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852  냉 ․ 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3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855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62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863  전기 ․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864  전기 ․ 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화물열차 차장 및 관련 종사원
873  자동차 운전원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 기계 운전원
876  선박갑판승무원 및 관련종사원 

88  상 ․ 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1  상 ․ 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 ․ 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892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조작원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및광업관련  단순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30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942  경비원 및 검표원

95  가사 ․ 음식 및 판매관련단순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953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992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련종사원
999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A 군인　 A1  군인　 A11  장교
A12  장기 부사관 및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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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 적
● 본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한 재정지원 중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 지방비 부담비율(30%)

2.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 ․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3. 시행시기: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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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Ⅱ
1. 지원절차

01 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02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기업 → 기초자치단체)

0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기초자치단체)

04 심사･선정(광역자치단체)

05 약정체결(기초자치단체 ↔ 사업참여기업)

06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사업참여기업)

07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08 사업수행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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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1. 사업신청 기업 요건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자치단체장이 고용노동부 지침과는 별도로 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등)은 고용노동부 지역형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참여가능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참여제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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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참여기업 공모, 신청 ․ 접수

2-1  모집 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하도록 함(권고사항)

● (접수기간)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ʼ15일 이상ʼ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단축
할 수 있음. 다만,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ʻ최소한 7일 이상ʼ이 되도록 
해야 함

2-2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ʻ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ʼ 및 

첨부서류를 소재지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신청
신청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④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⑤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⑦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⑧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⑨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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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약정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1. 지원약정 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ʻ사업 개발비 지원약정ʼ을 선정기업과 체결 [별표]

‑ 사업참여기업에서 신청한 지원금액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약정 체결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참여기업은 사업기간 중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서면으로 변경 신청 [별지 제6호서식]

●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
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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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약정 변경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ʻ사업계획 변경ʼ에 따라 지원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참여기업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지원약정서,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약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

4. 사업 중도포기
●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사업 중도 포기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고의 ․ 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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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사업내용

1.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한다.

● 자부담 적용방법: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 1회 → 2회차 적용(20%자부담), 2~3회 → 3회차 이상 적용(30%자부담)

* 예시: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1억)

부가가치세(제외)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 지원약정기간: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예시: ʼ15.9.1~ʼ16.3.31까지

●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
● 사업개발비: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고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

기업 3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마을기업 운영시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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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일자리창출지원,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 다만 ʼ16년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ʼ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

● 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16.12.14, 약정기간 ʼ16.7.1 ~ ʼ17.6.30 → ʼ16.12.14까지 지원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별 ․ 단계별 지원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 ․ 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기업이 생산 ․ 판매하는 제품 ․ 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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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표 ․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 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 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공동상표 ․ 브랜드 개발 지원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A,B,C 유형 모두 가능)

2.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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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3. 공동상표 ․ 브랜드사업 지원요령
●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 ․ 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 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 ․ 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ʻ운영체ʼ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 ․ 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 ․ 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 ․ 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 단, 한 시․ 군․ 구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정결과를 공동상표 ․ 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 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운영체 당 3억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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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취합 보고
* 단, 한 시 ․ 군 ․ 구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 ․ 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정산

4-1 지원금 지급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교부비율은 각 50% 원칙)

- 1회차는 약정체결 후 지급하고, 

- 2회차는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참여기업의 
자부담 금액의 지급여부, 중간보고서 내용을 검토한후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 단 보조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차에 예외적으로 전액 지급가능

● 기초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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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조금 관리
●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통장으로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사업내에 보조금 이외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부가가치세 포함)은 
별도의 통장과 별도의 장부로 정리 

● 보조사업비 카드결제 직전 자부담, 부가가치세를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출
‑ 거래처가 카드 가맹점이 아닐 경우에 한해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직접 계좌

이체 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집행하되, 집행내역은 고용부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 보조사업자(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ʻ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ʼ를 의미
●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등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적으로 금지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최종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4-3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참여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업종료 2개월 전에 중간 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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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보고서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 ․ 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작성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이 취합 정리하여 제출

●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보조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별지 제9호서식]

*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사업의 실적 및 정산 보고받은 후,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판단한 다음 보조금 확정통지를 
하여야 함 

4-4  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ʻ20일 이내ʼ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별지 제7호서식]

‑ 지원금은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지급
●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함
● (확인사항)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이행여부
② 보조사업비 카드(국고보조금 전용체크카드, 신한카드) 사용여부
③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이용여부
④ 목적외 사용여부
⑤ 자부담 우선사용 여부
⑥ 사업참여기업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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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참여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지원금 지급정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하여야 함

● (필수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 
지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확인 및 
ʻʻ내부결재 후ˮ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

4-5  지원금 정산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는 사업참여기업과 지원금 정산을 

실시해야 함
‑ 지원약정기간 중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지원금의 산정오류, 이자 발생

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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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가능 항목 (업종별 예시)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A유형 공통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작업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국 ․ 영 ․ 일 ․ 중문 브로슈어 제작
∙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인증획득지원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 실용신안출원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B유형

제조업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 서비스 메뉴얼 구축

소매업 ∙ 쇼핑몰 론칭 비
∙ CI ․ 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서비스업
∙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자부담비율 50%이상에 한함)
∙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서비스업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IT분야 ∙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적합화 

● 동일한 지원 항목이라도 업종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업종별 
지원 가능항목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타 업종에 당해 항목에 대한 지원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 예시된 이외 지원 항목은 심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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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C유형

제조업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 제품 개발 ․ 설계(3D)
∙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

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 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 판로 개척(공동상표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 공정무역업체의 ʻʻ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ˮ 개최  

일반서비스업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서비스업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IT분야 ∙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 업태 용어 정의
  (1) 제조업: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 음식물의 생산 ․ 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 ․ 유통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 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콘텐츠솔루션산업 )

  (6) IT분야: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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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 (    회차)
(단독 □, 공동형 □)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사업수행기관”)과 ʻOOO기업 
(이하 “사업참여기업”이라 한다) 간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이며, 지원기간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다.

   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사업개발비 지원금액은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이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개발비 자체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사업참여기업”은 사업개발비 용도에 적합한 사업내용에 한하여 지원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참여기업”은 자체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개발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부담금이 적정하게 사용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
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기초자치단체장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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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사업추진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 동 사업의 지침 내용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①“사업수행기관ˮ은 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개발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 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ʻ̒사업수행기관ˮ이 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 보조금을 
집행 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ˮ사업수행기관ʻʻ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개발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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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
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의무)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ʻ̒사업참여기업ˮ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으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간 동안 획득한 수입금은 아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만큼의 기간 동안은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2. 동 일자리 사업유지를 위해 당해 사업 참여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
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지도 ․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 ․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
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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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제재조치)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
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해지 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사업참여기업ˮ이 제3항에 의하여 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ʻ̒사업참여기업ˮ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 실시하는 ʻ̒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과정ˮ을 이수하도록 조치 하고, ʻ̒사업참여기업ˮ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제재처
분에서 한 단계 올려 추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ʻ̒사업참여기업ˮ은 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약정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약정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252

제13조(약정해지)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지원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사업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8.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
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5조(지원금 정산)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 잔액, 매출액 사용내역 및 이익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30일 이내 보고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 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ʻ̒사업참여기업ˮ은 ʻ̒사업수행
기관ˮ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253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이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용한 경우(사업개발비 용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포함)에는 
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위탁사업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서 제12조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 있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사업참여기관”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징수)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ʻ̒사업참여기업ˮ은 이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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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 ․ 군 ․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단체대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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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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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v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v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v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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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개발신청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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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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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v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v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v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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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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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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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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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단독□, 공동형□)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기      업: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공동형 사업 총액:           원,  기업수:      개 소 )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ㅇ 보조비율: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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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붙임의 교부조건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반한 경우 등)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기초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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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이하 ʻ̒사업참여기업ˮ)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ʻ사업개발비ʼ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업참여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사업참여기업은 아래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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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 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
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ʼ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 ․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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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단독□, 공동형□)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e-mail: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관)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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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급신청서
(단독□, 공동형□)

사업수행
기업
현황

기업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집행기업   담당자                 (전화(휴대폰):                  )

     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천원
(100%) 정부지원     천원

(   %)
자체

부담금
    천원
(   %)

보조금 
지급신청
내   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A-B)(A-C) (B-C)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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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간 ․ 최종)실적 보고서
(단독□, 공동형□)

Ⅰ. 사업개요(요약)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사 업 비내    역

 총 액             원 보조금ㅇㅇㅇ 원
자부담ㅇㅇㅇ 원

ㅇㅇㅇ 원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

으로작성)

상시근로자수
(사업신청전월)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료전월)

매출액
(사업신청전월)

매출액
(사업종료전월)

*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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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달성율

%

%

%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 ․ 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 전 ․ 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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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 ․ 건의사항

표 371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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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사업예산(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세부사업별 세부항목 사업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사업)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중간보고시만 작성)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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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단독□, 공동형□)

* 공동형 사업 보고: 운영체 개별기업 ➞ 기초자치단체, 주관기업(취합 후) ➞ 광역자치단체
Ⅰ.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Ⅱ.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원
*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외 별도 자부담으로 집행하고 정산해야 함

Ⅲ.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5-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5-9-1
2015-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 ․ 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4)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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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Ⅳ.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천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치단체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료 등)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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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목적
●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사업주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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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ʻ̒건강보험료ˮ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시행시기: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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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01 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02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기업 → 기초자치단체)

03 중복지원 등 심사(기초자치단체)

0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사업참여기업)

05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06 사업수행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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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주요 사업내용

Ⅲ
● 지원내용: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한도: 월 50명
  - ʼ1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지원기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1. 선정절차

1-1  모집 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하도록 함(권고사항)

● (접수기간)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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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요건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지원 ʻ기업ʼ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③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이 아닐 것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한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②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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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3.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

지원한도: 50명
● ’16.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 ․ 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
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1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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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월 중도 입 ․ 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사회보험료별 부과 기준이 달라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17,58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1,340원(≒6,03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8,820원(≒6,03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0,710원(≒6,030원 * 209시간 * 3.23%)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56,710원(≒6,03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49,530원)만 
지원하며,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 ․ 산재 ․ 건강보험료 
(60,87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 ․ 건강보험료 
(106,360원)만 지원

단가 산정 근거
● 고용보험은 0.9 % [실업급여 0.65 + 능력개발 ․ 고용안정 0.25]
● 산재보험은 0.7 % [최저요율 적용 (전문기술서비스업)] 
● 건강보험은 3.23% [건강보험 3.035 + 노인요양 0.199]
   * 노인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6.55%
● 국민연금은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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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한도내에서) 근로자 임금 × 4대보험 보험요율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지원금 산정방법
● 사회보험료지원 신청기업이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원
 * 두루누리사업 지원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금 단가: 산재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제외) (ʼ16) 8,820원 + 40,710원 = 49,530원
- 참여기업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 두루누리 중복지원 

적용 대상자 제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액지원
●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여부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고용보험료납부 

내역 카드’로 지원내역 확인 가능

지원기간
● 사회보험료는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

일로부터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예시: ʼ15.2.15.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ʼ15.7.15.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ʼ15.3.1.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예시: ʼ14.5.15.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ʼ15.7.15.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ʼ15.1.1.부터 소급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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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일자리창출지원,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 다만 ʼ16년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ʼ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식
● 지급시기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 지급방식

‑ 신청서류 검토 후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에 지원금 지급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되, 체불임금을 청산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시기: 매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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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증서(최초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③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④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⑤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⑥ 급여이체내역서 1부(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내역은 불인정)
  * 단, 금융기관 확인이 있을 경우 가능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⑧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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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ㅇㅇ년도 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 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명
 □ 여성근로자수: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구 분 적용대상인원(명) 지원기간(개월)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 자리 창 출 지 원 .    .    .    .    .    . ~    .    .    .
사 업개 발 비 지 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 자리 창 출 지 원 .    .    .    .    .    . ~    .    .    .
사 업개 발 비 지 원 .    .    .    .    .    .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    . ~    .    .    .
사 회보 험 료 지 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기초자치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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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v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부
3.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5.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6. 급여이체내역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v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v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2 4대보험료는 체납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아니오
3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4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