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7일 00시 41분



2
3
3
3
3
3
4
4
4
4

목차목차

목차
노인사회활동지원

신청대상
신청제외자

사업기간 : 2022.1.1.∼ 12.31.(12개월)
사업유형 및 참여인원
사업내용 : 4개 유형
참여자 접수 및 선발
근로형태
사업수행기관 : 37개 기관



신청대상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시장형·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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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1.1.∼ 12.31.(12개월)

보조사업 : 2022.1.1.∼ 12.31.(유형별 10~12개월)
자체사업 : 1차) 2022.3.2.∼ 5.31.(3개월), 2차) 6.1.~ 9.30.(3개월) * 8월 혹서기 휴무

사업유형 및 참여인원

사업유형 : 4개 유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76개 사업
참여인원 : 8,534명(보조사업 5,595명, 자체사업 2,9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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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4개 유형

유형 활동성격 지원내용 자격조건 비고

공익활동 봉사 월27만원/11개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공익증진 봉사활동

사회서비스형 근로 월59.4만원/10개월 만65세 이상 공공시설 서비스 제공 등

시장형 근로 연 267만원/연중 만60세 이상 소규모 매장 생산판매

취업알선형 근로 연 15만원/연중 만60세 이상 취업연계 지원

참여자 접수 및 선발

접수기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2021.12.7.∼12.16.(10일간)

선발일 : 2021.12.31. ※ 자체사업은 사업시행 1개월 전 읍·면·동에서 개별 통보 예정
사업수행기관에서 접수 · 선발
※ 온라인(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가능 (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자는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등 추후 직접 방문
필요)
문 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659-3718), 사업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여수시니어클럽(692-4555)
여수시노인복지관(685-2381)
동여수노인복지관(640-3200)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665-8882)
(사)대한노인회여수시지회(643-4702)
문수종합사회복지관(652-4242)
소라종합사회복지관(685-9775)
쌍봉종합사회복지관(681-7179)
미평종합사회복지관(652-3457)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형태

공익활동 : 주 2~3일, 월 30시간 이내,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 일 3시간, 월 60시간근무, 월 59.4만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
시장형 : 시간제 등의 자율근무, 사업비 1인당 267만원(인건비 연 250만원 이내)
취업알선형 : 취업연계지원

사업수행기관 : 37개 기관

여수시니어클럽, 여수시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사)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문수종합사회
복지관,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27개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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