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별 동시참여 및 순차참여 가능 여부

제도 동시참여 순차참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급여

- 생계급여는 동시참여 불허 - 별도 제한 없음

취업성공패키지 - 불허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재참
여 제한기간 6개월 설정,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유사사업 참여자로 분류하여 후순위로 지원

실업급여
-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
참여 불허

- 실업기간 연장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설
정, 유사사업으로 분류하여 후순위로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급 가능
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실업 급여 먼저 수
급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4차 선도인
력 양성)에 한정함

1) 지원금 수급 중 훈련 신청: 내일배
움카드 발급 지원은 가능하나 후순위
지원, 타 훈련은 제한 없음

2) 훈련 중 지원금 신청: 유사사업으
로 분류하여 후순위 지원
- 두 경우 모두 훈련 장려금은 동시수
급을 불허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훈련계좌 중단 또는 종료 후 신청 시 재참여 제한
기간 없이 참여 가능하나, 생계비 월 40만원 이상 지
원받은 국가훈련의 경우('18년 참여자까지) 유사사업
으로 분류하여 후순위 지원

* 지원금 종료 후 훈련계좌 참여는 별도 제한하지 않음

자치단체 청년 수당
유사사업

-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
참여 불허

-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적용, 선정 시 유사 사업으
로 분류하여 후순위 지원

*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자치단체 청년
수당에 참여하는 것의 허용여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자치단체 유사사업 리스트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 경기도
성남시 청년 배당, 4)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5)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6) 강원도 구직
활동수당, 7) 광주시 광주청년드림수당, 8)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9) 창원시 청년구직
수당, 10) 제주도 청년자기개발금지원, 11) 해남군 두드림 청년취업 지원, 12) 전라남도 청년
구직지원수당, 13)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14)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15)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16) 울산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7)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18) 인
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19) 전북 익산시 청년 취업드림카드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 자치단체 불문)

- 원칙적으로 동시참여는 불허하나,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하는 시
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 기
준에 해당하므로 동시참여 가능

- 재참여 유예기간 6개월이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
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재참여 유예기간 제한 없이
순차참여 가능

기타

○ 아래 사업은 동시참여는 불허하고, 순차참여 시 후순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농림축산식품부)
2)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자금 지원(해양수산부)
3) 희망사다리 장학금(교육부)
4)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