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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3

내가 근무하는 곳은 다양한 이야기와 삶의 모습들이 전화기 넘어 음성을 통해 전해진다.

지난 10월,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갑자기 설암�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다며�의료비지원이 가능한지 물어

보던 부인의 그 목소리엔 간절함과 절망감이 함께 묻어있어 상담하는 내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선명하다.

남편은 수술 후에 퇴원을 하고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우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

이었다. 혼자서 남편의 의료비와 어린 자녀들과의 생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 지인에게 보건복지

콜센터로 도움을 청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어렵게 용기를 내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129번

으로 전화를 했다는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져왔다.

암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은 설암은

5 암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지원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

환자들을 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다시 희망을 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도 문의를 했으나

퇴원 한지 60일이 경과되어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이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울먹이는 모습에 나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어쩌면마지막희망일지도모른다는생각에129로전화를주셔서힘겹게본인의이야기를꺼내셨을그분에게

다행히도주소득자의소득상실로생계가막막한위기가정을지원하기위한긴급생계지원제도가있어접수를

도와드리고, 저소득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를 경감해 주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상자 지원 사업도 안내해

드렸다.

김미 l 보건의료정책상담팀

따뜻한세상을꿈꾸며

우리들의 이야기
Jan 2016 Vol.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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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상자로 선정되면�모든 암종에 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과앞으로지속적인항암치료시기준을충족할경우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서도지원을받을수있음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 나지막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요.”

따뜻한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급히 전화를 마치고 한동안�멍하니 생각에

잠겨있었던 기억이 난다. 

한 달쯤 지났을까?

담담하지만 절박한 음성으로 말 하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렸다. 

다행히도 지난번과는 다르게 기분 좋은 음성으로 지자체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상 또한 지원결정이 되었다며 고마워 하셨다.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듯, 우리들의 작은 마음에도 예쁜 꽃들이 피어나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큰 선물이 될 수 있길 오늘 하루도 간절히 바래본다.

우리들의 이야기
Jan 2016 Vol.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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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l 사회복지정책상담팀

『홀로사는어르신을위한
사랑나눔의場』에다녀와서

우리들의 이야기
Jan 2016 Vol. 01

2011년 10월부터 독거노인 사랑잇기 나눔 천사로 홀로 계시는 다섯 분의 어르신과 인연이 되어 안부전화를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의 건강은 어떠신지, 생활하기는

어렵지 않은지를 살피기도 하고, 나의 안부를 전하기도 한다.

그동안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손녀처럼 따뜻하게 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내가 더 큰 위로를 받았는데 광스럽게도 2015년 독거노인 지원사업 유공자 포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2015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場』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12월 행사 당일, 그동안 추웠던 날씨가 마치 축복이라도 해주는 듯이 따뜻한 봄날처럼 하루 종일 포근한 날

이었다. 한 겨울에 느끼는 따스함으로 행사장에 도착할 때까지 들뜨고 설레는 기분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기분 좋은 순간을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포토 존이 마련되어 있었다. 즉석사진도 찍고�사진에 원하는

귀를 써주는 캘리그라피 행사도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지금도 이때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의 행복했던 기분이 되살아난다.

행사 진행을 위한 간단한 리허설을 마친 후 본 행사 시작 전에 긴장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여행스케치’의

노래로 분위기가 한껏 띄워졌다. 처음 수상하는 장관상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

가사만큼 마음이 따뜻해졌고, 어느새 긴장감은 풀어지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번 어르신 덕분에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되었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축하공연이 끝난 후 그 동안 독거노인 사랑잇기에 참여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나눔천사 분들의 물품 후원,

안부전화, 집수리 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후원 사업을 동 상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비록 일주일에 두 번 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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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드리는소소한활동이지만이사업에참여하고있는내자신이내심자랑스럽고뿌듯한기분이들었다.

이후 독거노인보호사업 공모전에 당선자가 수기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 올해는 나눔천사의 봉사후기를

낭독하 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어르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히려 나눔천사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말에나도모르게눈물이났다. 나도가끔씩은업무에지치고민원으로힘들때, 손녀처럼어르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르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많았다.

항상 전화를 드리면 먼저 안부를 물어주시고, 손녀처럼 해주셔서 오히려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어르신. 개인적으로 힘들 때 안부전화를 드리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많은 위로가 되었던 어르신과 오래도록

함께하길 소망해본다. 

어르신,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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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듣기.. 조심스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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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매우 이른 새벽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약간은 취기가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 하는 게 속상해서�죽고 싶습니다.”라고 말 한 후에 계속된

자살생각으로 칼을 항상 소지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죽게 된다면 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여“그러시군요. 언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나요?”라고

물어본 순간 돌아온 답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세살 때 보육원에 버려졌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거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라는 답 뒤로 보육원에서 힘들게 지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아이들에의해벌어진성추행과보육원언니들의강요로하게된도둑질�등에 한얘기 는데, 처음에는

언니들이 물건을 지정하며 도둑질을 시켰지만 나중에는 언니들의 예쁨을 받기 위해 스스로�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학교를졸업하지도못하고보육원에서도망치듯나와서식당일을하면서도주위에서성추행이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살에 한 생각�때문에�너무 힘들어 정신건강의학과�병원을 가보았지만 비싼 진료비를 낼 수가

없어 오랜 시간동안 기실에서만 가만히�혼자 앉아 있다가�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

습니다.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에“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살아

왔군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해 갈 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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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당신같이 부모님 밑에서 따뜻하게 자라온 사람이 뭘 알아요. 어떻게 나를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동정의 메시지를 읽은 것인지, 다른 생각이 났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날카로운 목소리 뒤로 지금까지

말해오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기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가능한 것임에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전화상으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일상

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 계속 될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 라포(Rapport)라는 공감 형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들을 준비가 덜 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받고힘들어하는많은사람들은저보다더민감하게전화기너머로의소리에반응하고있을지모릅니다. 

이해한다는 말보다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상담을 시작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원 한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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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라는 자리에서 전화 응 를 하게 된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다되어간다. 매일 똑같은 일

상을 반복하여 조금은 업무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상태 다.

그날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한분이전화를 주셨다.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로 말 을 이어가셨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아픈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하루도 편하게 주무시지 못하셨다는 말 과 함께 근근이 빌딩

계단청소 등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다. 최근에는 할머니의 허리건강도 악화되어 이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셨다. 고령의 나이에도 아픈 남편과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로 고된 생활을 하고 계실 할머니를 생

각하니 가슴 한켠이 뭉클했다.

할머님께서는 최근 주민센터를통해 안내문을 받았다면서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내용이라고 하셨다.

기초노령연금시절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노부부이셨는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인상된 연금액

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최근 퇴직연금일시금 상자로확인이 되면서 기초연금이 중단이 됐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으로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을 수급한 상자는 직역연금 상자로분류하여 기초연금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할아버지께서 오래전에 교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으며 할아버지의 병원비와 갑자기

중단된 소득을 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모두 소비하셨다고 하시면서 병원비가 부족

하여 출까지 받아서 사용했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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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고단함이충분히느껴질수있도록작지만강한목소리로상황을설명해주셨다.

상담원의제일중요한자세는경청과역지사지가아닐까싶다.

전화를주신할머니에게내가해줄수있는것은경청과공감뿐이었다.

할머니의입장에서생각하고안타까움마음이전해질수있도록차근차근제도에대한설명을드렸다.

할머니는한결마음이누그러지셨다면서정책을이해하지못하는것은아니지만속상한마음에전화를하셨다

며이야기를들어줘고맙다는말씀을전하셨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드리고 싶은마음에구체적인탐색을시도했고시군구청으로민생이관을접수시켜드렸

다. 이관후담당자에게이관접수상황을안내하는것도잊지않았다.

며칠이지나고할머니께안부전화를 드렸다.

“어르신안녕하세요, 며칠전상담도와드렸던상담원입니다.”

할머니는한층활기찬목소리로작은소득이지만활동을할수있는일자리도소개받고연료비등도지원을받게

되셨다면서추운겨울아가씨덕분에따뜻하게보낼수있게되어고맙다고하셨다.

분주하고바쁜, 매일똑같은하루하루의일상가운데똑같은목소리로똑같은상담을할수있는전화였지만공

감과경청, 역지사지의자세로누군가에게희망이될수있다는것, 생계에조금이나마보탬이될수있도록, 한줄

기희망이꺼지지않도록, 도움을드릴수있었다는사실에뿌듯함을느꼈다.

한통의전화, 한건의상담에마음을담아상담을하는것이얼마나의미있는일인지깨닫게된다. 초심을잃지

않고상담에임한다면더많은도움을, 더큰따뜻함을전달할수있을것이라믿는다.

우리가하는일은단순히제도를안내하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닌아픈마음을헤아리고한줄기빛을볼수있

도록이끌어주는것이아닐까싶다.

“희망의전화129”

희망을전하는것은거대하거나어려운일이아닌것임을새삼깨닫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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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인구정책상담팀 김민서>

기초연금선정기준액상향과
이력관리제도도입!

●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상자 선정기준액을‘15년 단독가구 기준 월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하여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 11.2만원�인상)으로 상향

조정하 다.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

당하는 어르신과 부부가구 월 148만 8천원 초과 160만원 이하�해당하는 부부 어르신이

포함되었다. 또한 소득 공제 추가 확 로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 공제 되며, 근로소득인

경우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되어 상자의 확 가 예상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86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일반재선-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P : 고급자공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0’으로 처리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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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

’16년 1월 1일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달의 핫이슈
Jan 2016 Vol. 01

ㅣ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 l

■조사 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조사 상 : ’16.1.1 이후 기초연금 시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조사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에 하여『행복 e음』을 통한 자료 확인

■조사방법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 안내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13

생생 정보통
Jan 2016 Vol. 01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행으로 박근혜 정부의‘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시행 6개월만인 ’16년에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자료제공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이혜주 팀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43%(189만원), 교육급여는50%(220만원) 이하가구로확 되었다.

<소득인정액 계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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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 ’15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2015년 28% � 2016년 29%로�1%p 인상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되어 보장성이 폭 강화되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하여 ’15년 기준임 료 비 2.4%

인상하 다.

< ‘15년 및‘1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5년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거급여

(중위

43%)

’15년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의료급여

(중위

40%)

’15년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생계급여

(중위

29%)

’15년*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6년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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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 료 10% 증가

**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임차가구 기준임 료 >
(단위: 만원/월)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 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2015년 지급금액 비

1.4% 인상하 다.

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 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19.5 17.4 14.3 13.3

2인 22.5 19.5 15.4 14.3

3인 26.6 23.6 18.4 17.4

4인 30.7 27.6 21.5 19.5

5인 31.7 28.7 22.5 20.5

6인 36.9 33.8 25.6 23.6

<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 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6)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 1명당 131,3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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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직무교육 실시 /

교육일시 및 장소 2015. 12.11(금)~12.12(토), 나무와새 7층 집단실

교육기관 심리상담연구원 나무와 새

교육인원 위기 응상담팀 4명

교육인원 자살응급처치 중요성, 자살위험자의 염려 및 사례관리 등

교육일시 및 장소 2015. 12.4(금) 13:00~15:00, 701호 교육장

교육기관 중앙자살예방센터

교육강사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교수

교육인원 자살응급처치 중요성, 자살위험자의 염려 및 사례관리 등

교육내용 자살상담매뉴얼 이해 및 사례 관리 등

/위기 응상담팀 ASIST 자살예방교육 참석 /

/위기 응상담팀 자살상담매뉴얼교육(2차) 참석 /

일자 교육강사 교육내용

12.22(화)
18:00~19:00

보육기반과 김윤희주무관 직장어린이집관련 주요개정사항

12.23(화)
18:00~20:00

보험평가과 낭광수주무관 보건의료자료 신고일원화교육

12.30(수)
18:00~20:00

사회서비스자원과 정진아주무관
산모신생아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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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29

<Best 상담원>

정은진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안지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이윤정 인구정책상담팀

박예빈 위기 응상담팀

<JUMP UP>

백승훈 보건의료정책상담팀

함태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박미선 인구정책상담팀

유은진 위기 응상담팀

<우수 신입상담원> 

강래정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이성미 사회복지정책팀

<129 기네스>

상담건수 최다

최미정 인구정책상담팀

상담시간 최장

최경미 인구정책상담팀

콜평가점수 최고

이세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손지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전보경 인구정책상담팀

최경하 위기 응상담팀

업무지식 최고

박상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김효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노혜 인구정책상담팀

박혜진 위기 응상담팀

<129 selection>

백승훈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이현창 보건의료정책상담팀

한은경 사회복지정책상담팀

김태광 인구정책상담팀

박예빈 위기 응상담팀

<프로 모션> 

김미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강인혜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강나래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최진주 사회복지정책상담팀

함태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이윤정 인구정책상담팀

양주희 인구정책상담팀

우태정 인구정책상담팀

한주연 위기 응상담팀

박성규 위기 응상담팀

유은진 위기 응상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