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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상담팀

안지현

긴급지원으로위기를넘기다

지난 10월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겨울을 목전에 둔 을씨년스러운 가을 날, 추워지기 시작해서인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가 많은 날이었다.

그날 시작한 첫 상담은 여리고 미세한 떨림이 있는 목소리의 여성고객과의 상담

이었다. 남편과 몇 년 전 이혼하여 혼자서 수험생인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상태라고 하셨다.

이혼한 남편에게서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현재 사시는 곳은 동생 명의로

계약된 월세인데 그마저도 곧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조간만 비워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 박봉이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직장마저도

잃었고, 일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게다가 각종 공과금마저 다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퇴사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린 공과금을 납부하 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는 끊겨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하셨다. 수험생인 자녀는 곧 수능시험을 봐야 하는데 난방비

를 아끼려다 감기에 걸렸고, 가스마저 끊겨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안타까운 말 이셨다. 자녀가 감기에 걸려 수능시험에서 낭패를 볼 것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다.

설상가상, 진퇴양난, 엎친 데 덮친 격... 사방이 막혀 어느 곳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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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너머로 손을 내미는 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 한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 가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신속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의 보건복지콜센터를 있게 한 긴급지원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자체별 시책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제도 등 긴급

지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이관을 하는 방법으로 접수하 다. 이관 후 이 가정은 해당 시군

구청의 심사결과 긴급지원 상자로 선정되어 생계비와 주거비, 그 밖의 교육비,

난방비 등이 지원되었다.

이후 잘 지내시는지 안부 차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해 주셨다. 그때 그 도움이 있어서 지금 새 직장에 취업도

할 수 있었고, 수험생인 자녀도 다행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다고 하셨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를 지나 계속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때마침

긴급지원제도도 처음의 취지를 최 한 되살려 2015년도 지원기준이 많이 확

되었다. 위기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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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상담팀

김민지

작은희망

이곳에 근무한지 1년이 다되어간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나?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보니 적응을 한 것인지, 싫증을 느낀 것인지, 초심을 잃어 가고

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열정에 불타올라 상담에 임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이리저리 치여 불평불만만 늘어가던 어느 날, 예약전화가 남겨져 있었다.

예약을 남겨주신 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셨다.

목소리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고 나지막히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전화를 주신

것으로 보 다.

“내가 방금 종합병원을 갔다왔어.”

종합병원에 방문하신 이유를 듣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을 방문하신 이유는 생활비가 없어 돈을 벌기 위해 장기를 파시

려고했다는것이다. 그러나장기를팔려고했지만불법이라할수없었다는것이다.

생활이 어려워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추가

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면서 지원받는 생계비는 여러 가지 체납으로

인해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말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삶에 의미가 없다고 하셨다.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장기까지 팔 생각을 하셨을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이미 알고계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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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는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은 민생이관이었

으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 한 정성들여 상담내용을 기록해드렸다. 

이관 후 담당자에게 이관접수 상황을 안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줄기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할아버지께서는 길게 말 하지 않으셨지만“고맙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진심이 느껴졌다.

사실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민원인의 전화가 쏟아져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때론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움으로 상담을 마무리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상담에 임한다면 더 많은 도움을, 더 큰 따뜻함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상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민원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 스스로 삶에 의지를 불태우게 한다.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상담원도

삶의 소중함, 감사함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열심히 전화를 받는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원 김민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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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응상담팀

정 희

견디지않아도괜찮아

이른 아침시간 129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상담팀 OOO입니다라고 하자 한 여성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길해야 할까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하기 시작하 다.

올해 초 남편이 뇌경색으로 사망하고 몸과 마음이 아파 정신과 치료 및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 3명을 혼자 돌보는 것도 벅찬 상황이라 당장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도움요청을 하 다.

생활고에 해 호소를 하여 긴급지원 상이 되는지 상담을 하던 중 상자는

우울감 및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자살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 생활고 및

자살예방상담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상자와 얘길 하다 보니 남편의 부재로 인해 자살사고를 호소하며 삶에 의욕이

없고 웃음이 없어졌고 인기피가 생겼으며 수면 및 식욕문제 등이 있어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불안하다며 가족 모두 너무 힘들다는 얘길 하 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어떠한 위로도 안 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아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129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고맙다며 나에게 감사인사를 해주어 오히려 내가 당황이 되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상자의 얘길 들어주는 것 외엔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상자와 30분가량 상담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완치가 되거나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 을

우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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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며, 수급자 혜택 및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의 의료적인 혜택

등에 해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민생이관을 하면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 상자를 설득해 정신건강증진센터로도 연계를 하 다.

이후 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 상자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자살예방상담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자살, 생활고, 학 등 수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고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

들을 접하면서 인생에 정답이 없다보니 보이지 않은 상자의 목소리만 듣고 상황

을 파악하고 팀원들과 상의하여 연계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겠단 생각을 다시 한 번 하 다.

삶을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우울할 때 뒤처지고 늦을 때도 있지만, 묵묵히 견디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29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않고 도움을 청하

으면 좋겠다.

- 황경신 외 견디지 않아도 괜찮아 중에서 -

나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책하고 상실감으로 인해 내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아픔과 상처와 세상을 견뎌내야 할 나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착각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속에 고여 있던 달처럼 차디찬 슬픔이 태양처럼 뜨거운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래, 괜찮아, 나는 생각했다. 슬픔을 굳이 견디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 잠시 주저앉아

울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니까. 견디지 않아도 좋다고 나보다 세상을 많이 아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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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1-3급 등록여성

장애인에게 지원되었던 출산비용 지원을�1-6급 여성장애인에게로 확 하여 시행합니다.

2015년 1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Q.01

지원 상은

누구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2015년 1월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한자가지원 상이며외국인등록장애인도신청이가능합니다.

Q.02

어떤 지원이

되나요?

A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백만원이 지원

됩니다.(쌍둥이의 경우 2백만원, 세쌍둥이 3백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같은

타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한가요?

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

되는 해산급여와도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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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핫이슈
-
Vol. 02
February 2015

① 신청자의 신분증( 리인 신청 시 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② 신청서

③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중 1부

④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Q.0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여성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리

신청 가능합니다.

� 리 신청 범위 :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상이 확 됩니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산모∙신생아건

강관리지원사업 지원 상이 2015년 2월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가구로확 됩니다.

생생
정보통

-
Vol. 02

February 20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지원 상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상자 제외)

■ 소득 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여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 이하 가구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ㅣ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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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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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1,379 47,997 62,201

3인 87,731 87,698 88,430

4인 98,557 103,894 99,769

5인 104,450 112,143 105,783

6인 110,823 120,855 112,221

7인 116,655 128,325 118,139

8인 121,275 133,955 122,699

■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판정기준>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선택 :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정부 지원금 : 신생아(태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 가격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이용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ㅣ13

생생
정보통

-
Vol. 02

February 2015

구분 기준가격
책정금액상

한선
소득구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
기간

단태아 660,000 800,000

40%이하 A-가형 594,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12일
40%초과~50%이하 A-나형 561,000

50%초과~65%이하 A-다형 528,000

65%초과(예외지원) A-라형 462,000

쌍생아 1,214,000 1,500,000

40%이하 B-가형 1,098,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18일
40%초과~50%이하 B-나형 1,035,000

50%초과~65%이하 B-다형 972,000

65%초과(예외지원) B-라형 855,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1,798,000 2,200,000

40%이하 C-가형 1,620,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24일
40%초과~50%이하 C-나형 1,530,000

50%초과~65%이하 C-다형 1,440,000

65%초과(예외지원) C-라형 1,260,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 서비스 내용 :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정서지원, 기타), 부가서비스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기타 부수적 서비스)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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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사회복지법인 주요개정사항

● 상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7명/인구정책상담팀 23명/위기 응상담팀 5명

● 강 사 : 사회서비스자원과

129 
소식
-
Vol. 02
February 2015

1월 6일 (화)

● 교육내용 : 산모신생아도우미�E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주요개정사항

● 상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5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2명

인구정책상담팀 22명 위기 응상담팀 3명

● 강 사 : 사회서비스사업과

1월 7일 (수)

● 교육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개정사항

● 상 : 인구정책상담팀 / 24명위기 응상담팀 2명

● 강 사 : 사회서비스사업과

1월 20일 (화)

● 교육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개정사항

● 상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1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31명

위기 응상담팀 6명 QA 3명

● 강 사 : 기초생활보장과

1월 8일 (목)

● 교육내용 : 기초연금 주요개정사항

● 상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4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8명

인구정책상담팀 24명 위기 응상담팀 1명 QA 3명

● 강 사 : 기초연금사업지원단

1월 13일 (화)

● 교육내용 : 긴급지원사업 주요개정사항

● 상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1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32명

인구정책상담팀 25명 위기 응상담팀 3명 QA 2명

● 강 사 : 기초생활보장과

1월 23일 (월)

● 교육내용 :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 주요개정사항

● 상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19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24명

위기 응상담팀 1명 QA 2명

● 강 사 : 심혈관희귀질환과

1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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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상담원>

옥지혜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강설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유현정 인구정책상담팀

정미희 위기 응상담팀

<JUMP UP>

김진주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성정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김현아 인구정책상담팀

이수연 위기 응상담팀

<129 홍보>

박순금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김미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송지나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조정은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최효숙 인구정책상담팀

조은경 인구정책상담팀

이나리 위기 응상담팀

<프로 모션>

옥지혜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강설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김효진 인구정책상담팀

최지미 위기 응상담팀

<129 Selection>

정수련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최효숙 인구정책상담팀

<129 기네스>

노혜 인구정책상담팀

김현옥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이윤진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이주연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박주희 인구정책상담팀

최지미 위기 응상담팀

이수진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송지나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조은경 인구정책상담팀

이창민 위기 응상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