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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상담팀 신혜남

 

어느 날 푸드뱅크 관련 문의로 전화예약을 남겨져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 신혜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인이 전화를 받았지만 푸드뱅크 관련된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의 상황
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신경성 병에 걸려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약을 먹기 
위해 밥을 먹어야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고 지금 너무나 아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라고 말씀하셔서 순간  
예약전화가 잘못 남겨진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살 관련으로 위기대응상
담팀으로 남겨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
하여 전화를 주신건가요?”

푸드뱅크 예외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다가 현재는 탈락이 되었고 더 지원 받을 수 
없는지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고 왔지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이 가능한 지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푸드뱅크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고 푸드뱅크 지원 관련 안내
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초수급대상자로 생계,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어 푸드뱅크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푸드뱅크 콜센터와도 전화를 하여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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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힘겹게 살아왔던 그 동안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단독가구로 혼자 살고 있어서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신경병 때문에 양파하
나 자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반찬 없이 밥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
기를 하셨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고민을 하다가 지원 서비스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생각 나서 관련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마침 진단서를 가지고 있었고 진단된 상병코드가 희귀난치성 질환 중 다발신경병
증 염증성 다발신경병증에 해당이 되어 가사간병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
렸습니다. 민원인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찾아보지도 못했었다
고 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하시도록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민원인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 안내해주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도 본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청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요청하는데도 도움을 드릴 수 없어 너무나도 안타깝고 난감
한 상황이었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원인께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땐 상담사로서 뿌듯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상담하고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상담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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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싶어요~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조정순

 
띠링띠링~~
 ‘이00님이 상담요청합니다. 수락하시려면 클릭해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화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일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클릭을 해보았더니, 반가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요”
 “아...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련은 국토교통부 관련법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이용하려면 어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라며 도움을 요청
하셨습니다.

민원인을 대신해서 먼저 해당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2급 장애인과 3급의 지적. 자폐성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 가능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센터로 가입방법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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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먼저 가입을 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용신청서
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이용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은 온라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후에 해당 센터로 팩스를 보내주
어야 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팩스로 제출을 하도록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상으로 다시 
한 번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더니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가입은 본인이 다른 곳에서
도 해보았으니 직접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택시를 이용해 보았
다고 했습니다. 기사분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기사분이 길을 좀 돌기는 했지만 
그래도 택시요금이 일반택시의 23%정도로 기본660원 거리요금 30원이 적용이 
되어 택시비가 1000원도 되지 않는 900원대의 요금이 나왔다며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은 비록 보건복지부 업무는 아니었지만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린 것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과 다시 전화주신 것이 고마웠고, 나 
역시도 타부처 업무여서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게 되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담이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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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삶은 계속 되어야 한다

위기대응상담팀 정영희
 
추석이 지난 후 2016년 9월 20일 저녁 무렵 129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OOO입니다. 상담필요하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모친과 연배가 비슷한 여성분이 전화를 받아 TV자막을 보고 연락을 했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알고 싶어 연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 복지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지만 
학대, 자살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임을 안내하고 다시 한 번 어떤 상담이 필요
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춘천에 있는 정신과 의원을 
다니며 약을 먹는데 먹고 나면 계속 울게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며 담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많이 맞아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
고 시도를 한 적이 많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수급자로 딸3명을 데리고 살다 작년 
큰딸이 죽고 나서 상담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병원에선 약만 처방받아와 상담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1월 27일 큰딸이 죽은 슬픔은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고, 노점상을 
하며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사람들도 외면을 해 더 힘들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
니다. 남은 두 딸들도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여행도 다니며 신경을 써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힘을 내보려 했지만 큰딸이 
너무 보고 싶고 손자가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만 난다면서 울먹거
리셨습니다.

큰딸은 죽기 전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그냥 감기몸살정도이겠거니 생각하여 병원
조차 데려가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슬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감정은 
삶을 살면서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 슬프고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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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
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딸과의 이별로 인해 힘들어 하시지만 자발적으로 상담도 받기 위해 연락을 하고 
병원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등 어머니께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지지하자 
맞다고 하셨습니다.
속상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만 천주교 신자로 딸의 죽음도 하느님의 뜻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딸을 묘지에 묻을 때 눈물도 안 나고 맨 정신일 수가 없어 술도 
마셨고 딸이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 하느님께 기도를 했다고 말하셨습
니다.

상담을 하면서 정말로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고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
할 때가 있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을 하면서 다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 꾸준히 상담 받도록 권유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를 위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센터 측에서는 어머니는 이전부터 사례관
리를 받던 분으로 월 1회 이상 1시간 방문상담이나 수시로 문자 상담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큰딸 생각에 우울해져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힘들 때 
한 번씩 자살사고가 있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자살, 생활고, 학대 등 수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고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
들을 접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단 생각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겠단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견디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처럼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_9

이 달의 핫이슈

2017_ Jan

희망의 목소리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자료제공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이명진 

□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

     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15.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행을 시행해 

       오고 있다.

* (’15.4.1~’16.11.27까지 신청 현황) 도시가스 156천 가구, TV수신료 42천 가구, 

   전기요금 76천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147천 명 등 총 421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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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규 복지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 이를 통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395천명을 새로이 

         발굴하였다.

□ 대상자들에게 읍면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이러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최소 15만 ~ 20만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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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8,000원  
   감면

 •기본료면제 (15,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4,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2,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8,000원 
    감면

 ※1〜3급 
     장애인에 한함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16.12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2_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희망의 목소리
생생정보통

2017_ Jan

Q1.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은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4종류가 있습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17.6월부터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별로 감면을 받을 수 요금이 
  서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2. 요금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요금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요금감면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 각 기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며, 
  콜센터 전화번호는 
  요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2 요금감면 관련 Q&A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_13

생생정보통

2017_ Jan

희망의 목소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자료제공 : 인구아동정책상담팀 김효진

현행 서비스 기간이 태아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2017년 1월부터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을 연장하여 서비스 기간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태아 유형 서비스 기간

단태아 10일

다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20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현행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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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원 대상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대상 제외)

    ▹ 소득 기준 :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에 따른 산모 및 배우자의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9,115 59,938 70,038

3인 89,571 92,044 90,711

4인 110,177 122,696 111,556

5인 131,267 149,083 133,141

6인 151,539 170,481 153,278

7인 171,272 191,001 174,203

8인 193,438 214,178 197,17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월평균소득 80% 판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서비스 이용

    ▹제공 기관 :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서비스가격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인 
        본인 부담금을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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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 부가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상한가격 외 추가비용 부담, 
         표준서비스 외 기타 부수적 서비스)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서비스 결제 : 산모 명의 국민행복카드 통해 서비스제공 
       종료 시점 실시간 결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2017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기간 서비스 상한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5 10 15 445,000 890,000 1,335,000

371,000 618,000 788,000

A-나-①형 352,000 587,000 749,000

A-다-①형 315,000 525,000 669,000

A-라-①형 278,000 464,000 591,000

둘째아

A-가-②형

10 15 20 890,000 1,335,000 1,780,000

667,000 834,000 945,000

A-나-②형 634,000 792,000 898,000

A-다-②형 567,000 709,000 804,000

A-라-②형 501,000 626,000 709,000

셋째아 
이상

A-가-③형

15 20 25 1,335,000 1,780,000 2,225,000

1,001,000 1,112,000 1,182,000

A-나-③형 951,000 1,057,000 1,123,000

A-다-③형 851,000 946,000 1,005,000

A-라-③형 751,000 834,000 886,000

쌍생아

둘째아

B-가-①형

10 15 20 1,040,000 1,560,000 2,080,000

905,000 1,131,000 1,282,000

B-나-①형 860,000 1,074,000 1,217,000

B-다-①형 769,000 961,000 1,089,000

B-라-①형 679,000 848,000 961,000

셋째아 
이상

B-가-②형

15 20 25 1,560,000 2,080,000 2,600,000

1,221,000 1,357,000 1,442,000

B-나-②형 1,160,000 1,289,000 1,370,000

B-다-②형 1,038,000 1,154,000 1,226,000

B-라-②형 916,000 1,018,000 1,081,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C-가형

15 20 25 1,710,000 2,280,000 2,850,000

1,502,000 1,669,000 1,891,000

C-나형 1,427,000 1,585,000 1,800,000

C-다형 1,276,000 1,418,000 1,607,000

C-라형 1,126,000 1,251,000 1,418,000



※ 중앙 및 일선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시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속하게 연결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만  누르세요!

  상담시간

   ■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정책 상담 : 평일 09:00~18:00

   ■ 위기대응 상담 : 24시간 365일

   ■ 인터넷 영상(수화)·채팅상담, See-Talk 전화수화상담(070-7947-3745,6)

        : 평일 09:00~1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129.go.kr 

  상담분야

    보건복지콜센터는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인구아동정책, 노인장애인정책, 
    위기대응 등 총 5개 분야의 상담팀으로 이루어져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 의료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긴급복지지원 등 

   ● 인구아동정책상담팀
          임신·출산, 보육정책,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등

   ●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긴급복지지원 등

   ●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 정신건강, 노인·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등(365일 24시간 상담)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를
누르시면 보건복지 및 긴급지원 관련 모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