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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소개 

 

1. 사업명 :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1)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큰 재난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 

2)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가정 및 시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 위기 상황 극복을 

돕고 가정 및 시설이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사업 대상자 

1)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및 시설 

※ 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한 주거 붕괴 등 

2) 재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정 및 시설 

※ 주거 붕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등 

3)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난치병 환자, 

화상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 

※ 가족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사고 및 사업부도 등을 당한 경우 

※ 가족의 소득 상실로 자녀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경우 

※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등 

4) 기타 재난으로 부모를 잃거나 방임, 학대를 입은 모든 재난 피해 아동 

4. 사업 일정 

 희망브리지 홈페이지 참고 (https://relief.or.kr/business/support.php)   

https://relief.or.kr/business/suppor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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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개요 

가. 지원 금액 : 1 세대 최대 1,000 만원(영역 중복신청 가능) 한도 지원 

    ※ 단, 초과 시 내부 심의에 의한 지원 논의 가능 

나. 지원 영역 및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 임시거주비, 월임대료(월세), 공과금 

※ 지원불가 : 통신비, 건강보험료, 주민세, 재산세, 임대보증금 

최대 

1,000만원 

생계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의복비, 교육비 

※ 지원불가 : 사교육비(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최대 

500만원 

의료비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의료장비 구입비, 심리치료비 

※ 지원불가 : 단순 건강검진비, 건강관리용 수액/약제비, 미용목적 비용 

최대 

500만원 

 

6. 사업 절차 

재난위기가정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대상자 선정 심사회의 

심사위원회 구성 후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 진행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담당자에게 선정 문자 및 이메일 안내 

지원금은 발표 후 2주 안에 신청기관으로 지급 

↓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 (신청기관) 

신청기관에서 재난위기가정 대상자에게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 진행 

↓ 

결과보고 제출 (신청기관) 

지원금 집행 후 한 달 이내 결과보고 제출 

↓ 

사후 모니터링 

 

7. 문의 : (FAQ) http://asq.kr/x6DGec8 | kdra@relief.or.kr | 1544-9595 

http://asq.kr/x6DGe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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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 조건 

 

1. 신청 기관 

1) 지원 대상자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한 신청 (※ 개인 신청 불가) 

2) 신청 가능 기관 : 지자체, 사회복지 유관기관, 학교, 병원 등 

2. 신청 원칙 

1) 기관당 회차별 1 개 사례까지 접수 가능 

※ 단,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 문의 

2) 지원 항목별 증빙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에서 탈락  

※ 기입 공란 시 서류 미비로 간주함 

3)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시, 지원 불가 

4) 희망브리지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3 년 동안 중복 신청/지원 불가 

※ 1 세대 당 1 회 지원 원칙 

5) 심사 탈락자의 경우 2 회까지 재신청 가능 

3. 대상자 소득기준 조건 : 중위소득 80% 이하 

<2022 년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56,000 54,741 24,081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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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방법 안내 

 

1. 신청하기(홈페이지 제출) : https://relief.or.kr/business/support.php 

2. 신청 서류 

1) 신청서 (pdf 양식으로 제출) 

□ 재난위기가정 신청서(양식有) 1 부 

   ※ 제목 : [희망브리지 재난위기가정_03 차] 기관명_대상자명_신청서          

   (예: [희망브리지 재난위기가정_03 차] 희망종합사회복지관_이희망_신청서) 

2) 붙임자료 (zip 양식으로 제출) 

※ 제목 : [희망브리지 재난위기가정_03 차] 기관명_대상자명_붙임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양식有) 1 부 

□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 포함) 1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부 

   ※ 전체 가구원 포함, 최근 3 개월 이상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함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 부 

□ 지원영역별 제출서류 

구분 지원내용 제출 서류 

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 
화재피해확인서(화재증명원),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피해주거사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사진 

임시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체납 확인서, 지급 확인서 

공공요금, 관리비 공공요금 및 관리비 체납고지서 

생계비 

생활비 신청서에 신청금액, 산출내역 등 자세히 작성 

가구/가전 구입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구매가 필요한 사진 

교육비(등록금, 교육비 등) 교육비 체납 확인서 

기타 기타 증빙 자료 등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소견서, 진단서, 세부내역 계산서, 사보험조회 내역 

간병비 간병비 내역서, 사보험조회 내역 

의료장비구입비 등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수리 시 현재 장비 상태 사진 

기타 기타 증빙 자료 등 

https://relief.or.kr/business/suppor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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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통장사본 

□ 선정 시 지원계좌 사본 1 부 

※ 제목 : [희망브리지 재난위기가정_03 차] 기관명_대상자명_통장사본     

4) 기관 증빙자료 (선택) 

□ 신청기관 증빙자료(예: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1 부 

※ 제목 : [희망브리지 재난위기가정_03 차] 기관명_대상자명_기관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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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보고 안내 

 

1. 결과보고 제출 

1) 지원금 집행 후 1달 이내 결과보고 제출 

2) 의료비 지원의 경우, 치료 종료 후 2차 결과보고 제출 

※ 의료비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1차 결과보고 2차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1부 

□ 대상자 후기 1부 

□ 증빙자료 1부 

□ 치료결과 소견서 1부 

□ 대상자 후기 1부 

□ (선택)추가 증빙자료 1부 

 

2.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공문 1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양식) 각 1부 

2) 지원영역별 제출서류 (증빙자료) 

구분 지원내용 제출 서류 

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 사진, 지급확인서, 전/후 비교 사진 

임시주거비 지급 확인서 

월 임대료 지급 확인서 

공공요금, 관리비 공공요금 및 관리비 확인증 (영수증) 

생계비 

생활비 
① 기관  대상자 계좌로 입금 시 

: 이체 확인증, 수령증 

② 기관에서 직접 구매 시 

: 구매 영수증, 이체확인증, 가전/가구 사진 가구/가전 구입비 

교육비(등록금, 교육비 등) 지급 확인서 

기타 기타 증빙 영수증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소견서, 진단서, 지급 영수증 

간병비 간병비 내역서, 지급 영수증 

의료장비구입비 등 구매 영수증, 의료장비구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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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기준  

증빙자료 적격증빙자료 및 내용 

이체 확인증 지원금 입금 내역(기관->가정으로 송금 시 이체확인증 첨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간이계산서 불가) 

영수증 카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료), 현금영수증(현금지출 지양) 

고지서 고지서 상 수납필 도장 날인 

수령증 
대상자에게 지원금 현금 지급(주거비,생계비,의료비, 기타 등) 시 수령

증 첨부 

견적서 주거환경개선, 물품 구입, 의료비 등의 경우 견적서 첨부 

비교견적서 100만원 이상의 주거환경개선, 물품 구입 시 비교견적서 첨부 

소견서, 진단서 의료비인 경우 첨부 

사진 
주거환경개선(개보수) 등의 경우 전/후 사진 첨부 

물품 구입 시 사진 첨부 

주거비 납부 확인증 미납된 주거비 지원 시 납부 확인증 

각종 확인서 지원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 

 

 

3. 결과보고 제출 방법 

: 공문,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모두 이메일 제출  kdra@relief.or.kr 

※ 사진자료는 원본파일 압축하여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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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 

 

1. 지원금액 

1) 지원금액은 3개 영역 한도 금액 안에서 심사를 통해 금액 산정 

2) 1세대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원칙, 영역별 중복지원 가능. 

※ 단, 초과 시 심사에 의한 추가 지원 논의 

3) 상황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보다 하향된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2. 선정 및 집행 안내 

1) 선정공고 : 희망브리지 재난위기가정 선정 홈페이지 공지 및 기관에 안내 

※ 미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없음 

2) 지원금 지원 

(1) 선정공고 후 2주 내, 신청기관이 등록한 기관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입금 후 신청 계획에 따라 지원 

 

3. 지원금 집행 원칙 

1) 지원금 집행 완료 후 결과보고 미제출 시 사업비 환수 조치 진행 

2)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조치 진행 

3) 이체 수수료 지원 불가 

 

4. 지원금 집행 방법 

구분 지원내용 제출 서류 

기관 직접 집행 생활비 외 
생활비 외 모든 지원금은 기관에서 직접 집행 

필요한 서류 확인 후 해당 기관으로 지원금 집행 

대상자(개인) 집행 생활비 

신청기관에서 지원 대상자(개인)에게 지원금 집행 

(현금 지급 불가, 계좌이체 필) 

이체 확인증 및 지급 확인증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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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 잔액 처리 

1) 1만원 미만의 잔액(이자수입 포함)은 기관 잡수입 처리 

2) 1만원 이상의 잔액(이자수입 포함)은 반환 처리 

 

6. 지원금 사용계획 변경 시 

1) 신청내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소통 후 변경 

2) 변경사유에 대한 공문 발송 후 사업비 집행 진행  

※ 사업비 집행 변경 전‧후 내용 기재 

 

7. 지원금 반환 

1) 신청내역에 대한 집행이 취소되었을 경우 담당자와 소통 후 지원금 반환 

2) 지원금 반환에 대한 공문 발송 후 반납 처리 

※ 반납사유, 반납일, 반납금액 등 기재 

 

8. 모금사례 지원기준 

모금사례로 선정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함 

사례모금 지원금액 

방송 출연 500 ~ 2,000만원 

온라인 출연 300 ~ 900만원 

※ 모금캠페인 활성화, 사안의 심각성 등 상황에 따라 지원 상한액은 변경될 수 있음 

※ 모금사례 지원 관련 문의 : 개인모금팀 02-624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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