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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목소리
우리들의 이야기

긍정의 힘 을 그 린 다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최은숙

“감사합니다. 최은숙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그날의 첫 상담은 어린자녀와 한부모가족으로 살고 계시다는
아버님의 전화였다.
자녀를 혼자 키우려니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많이 들어 월급이 많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퇴근을 늦게 하면 어린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그것
도 여의치 않다고 하셨다.
어쩔 수 없이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막막하던 차에 129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전화를 주셨다고 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
겠다고 하시며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많이 지친다고 하셨다.
생계에 대한 도움이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안내도 해드렸다. 자활일자리는 종류에 따라 일
8시간 근무와 5시간 근무도 있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므로 자활담당자와 꼭 자세한 상담을 하시라는 내용도 전달해드렸다.
생계지원 외에 일자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아버님은 너무
나 잘되었다고 하시며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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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목소리
우리들의 이야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하시도록 안내해드렸고 이후 신청은 하셨는지, 지
원은 받고 계신지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드리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셨고
자활일자리에도 곧 참여 예정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지역의 조례에 의한 긴급
지원 위기사유에도 해당이 되어 수급자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생계지원도
받기로 하셨다고 한다.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너무 막막했는데 이렇게 129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고 지원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된
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조만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지원도 받게 되고, 자활도 하게 되면
생활하는데 한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이전보다 밝아진 목소리로 많은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재차 말씀하셨다.
이혼 후 한부모가족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는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으로 더욱
힘들었는데 이렇게 129번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고 상담사가 잊지 않고 다시
연락까지 주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며, 본인
도 주변을 돌아보며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겠다고 하셨다.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사로서 한명의 고객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힘든
현실에 긍정의 힘을 주어 본인뿐만이 아닌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의 큰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난 또 하나의 긍정의 씨앗이 싹트기를 바라며 상담중이다.
“감사합니다. 최은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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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목소리
우리들의 이야기

보람을 느끼러 갑니다.
인구아동정책상담팀 이성수

어느 겨울 힘겨운 목소리로 긴급지원을 신청하시겠다며 문의를
주시던 한 남성분이 기억에 남는다.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남성분은 얼마 전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퇴사를 권유 받았고 퇴사를 한지
몇 개월째 다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긴급지원 위기사유 중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주 소득자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음에도 계속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실업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 여쭈어 보니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 보유한 소득과 재산
도 긴급지원 선정기준에 해당이 될 것 같았다. 또 가스요금과 전기세가 많이 체
납되어 있어 단전과 단가스 안내까지 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의 힘이 없
는 목소리에서 현재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수화기를 넘어 나에게 고스란
히 느껴졌다.
곧 바로 그 분이 말씀하신 정보를 토대로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하려는 순간이었다.
“아 그런데...” 아직 말씀하지 못한 상황이 더 있는 것 같아 잠시 멈추고
그 분이 말씀하시길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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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목소리
우리들의 이야기

“작년에 실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8-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 기본원칙으로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안타깝지만 민원인께는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말씀드리고 긴급지원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상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통합사례 이관 신청을 권유한 후 이관하였고, 꼭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관 신청 후 일주일 쯤 지나 지원을 받으셨는지 안부를 여쭙기 위해 전화를
드렸더니, 지난주 통화하였던 상황을 기억하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 상담센터에서 이관한 내용을 보고 지역의 담당자가 민원인의 어려운 상황
을 확인한 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로 위기상황을 인정하여 긴급지원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아직 완전하게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
야 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다시 기운을 얻어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129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어려운 상황
을 들은 후 본인의 주소지로 이관만 했을 뿐인데, 내가 상담을 한 것이 그 누군
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들으니 어색하기도 하면
서 상담사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129에 대한 홍보가 계속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
에서 지금도 언제 어디서 도움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오늘도 또, 내일도 보람을 느끼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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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목소리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기대응상담팀 김슬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계신 분들에 대해 더욱 관심이 필요한
계절이 되자 상담 후 지역 자원을 연계 받은 대상자가 떠오릅니다.
일하던 직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대상자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두려움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있다고 하였지만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너무 크
게 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기려던 찰나, 대상자는 조심스럽게 두 아들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찍이 아내와 이혼을 하여 홀로 두 아
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몇 년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다가 망가진 몰골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몇 년 만에 어렵게 상봉한
큰아들이 다시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음성에 애타는 부정(父情)이 절절
히 묻어있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적장애임이 분명하나 장애 판정 비용이 아까워 진단을 받아
보지는 않았으며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정한 소득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가장의 역할을 했지만 아직 그 역할을 벗어던지기에는 너무 이른 때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살한 후 남겨질 두 아들이 걱정되어 자살충동을 억누르고 있지만 대상
자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진지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가출을 해 실
종신고를 해둔 큰 아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걱정을 미뤄
둘 수 있다며 작은 아들과 동반자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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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목소리
우리들의 이야기

대상자는 허탈하게 웃으며 작은 아들과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상자는
작은 아들에게 함께 죽는 것이 어떤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작은 아들은 웃으
며 살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해맑게 웃는 아들의 모습과
그를 보는 대상자의 모습이 그려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랜 가장역할에 지친 대상자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대상자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주어 지역에 도움을 청해볼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살사
고를 혼자 감당하다보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했으며 생활고에 대한 걱정과 그동안 미루어 왔던 작은 아들의 장애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지원을 잘 받으셨는지 확인
해보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동행하고 치료비지
원과 함께 심리치료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구청에서는
작은 아들의 장애 판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
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힘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
아도 될 대상자분이 지원받게 된 결과를
전해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상담사
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
이었습니다. 힘겨울 땐 129로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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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목소리
이 달의 핫이슈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확대됩니다.
자료제공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유현정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
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제도가 ‘18년 1월부터 확대된 선정기준에 따라 더 많은 분
들에게 지원됩니다.

Q1. ‘18년 1월부터 선정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
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18년도
‘소득인정액’기준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이하 → (’18년) 131만원 이하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이하 → (’18년) 209.6만원 이하
□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이하 → (’18년) 121만원 이하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이하 → (’18년) 193.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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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재산은 거의 없으나 근로소득이 150만원 정도면 지원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지원받는 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연금수급자에서 탈
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상자분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
소득 공제율을 높여 적은 임금으로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 기초 연금 : (’17년) 6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18년)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 (’17년) 6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18년) 6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Q3. 지원 확대를 위해 변경되는 다른 기준이 있나요?
근로소득 공제 외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임대수입이나 생활
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으로 산정
* 2016년 종합소득(임대) 단순경비율 적용
*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임대 수입
① 기준시가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주택 임대수입(금액무관),
② 9억원 이상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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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
께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초
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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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방학 때 미리 챙기세요!
자료제공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임은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2018년에도 지속 시행합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은 만 12세 여학생에게 의사와의 1:1건강상담 서비
스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께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성청소년 전국 약 42만 7,000명입니다.
*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전까지 지원되므로 작년에 1차 접종
을 한 2004년생은 올해 2차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2003년도 출생
여성청소년 중 2016년에 1차 접종한 경우에는 1차 접종일에 따라 무료지원
가능 (예: 2003년생이 2016.12.30.에 1차 접종한 경우 2018.12.29.까지
2차 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함께 1차 접종
을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상담과 2차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시행 중
(참여의료기관 위치 및 의료기관별 백신종류(4가 백신 가다실, 2가 백신
서바릭스)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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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접종 시행 2년차인 2017년에는 만12세 여성청소년(약 46만명) 세 명 중 두
명이(28만 9922건, 전체 66.1%)이 1차접종을 받았고, 연령별로는 2004년생
이 71.1%, 2005년생은 60.6%가 접종했습니다. 이는 2016년 1차 접종률이
50.1%(2003년생 58.6%, 2004년생 41.4%)였던 것에 비해 약 16%p
오른 수치로, 지난해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 신고 없이 예방접종이 시행되었고,
적극적인 안내로 보호자들의 예방접종 인식이 제고되면서 접종률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단체생활 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생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안내·권장하는 사업
으로,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을 2018년 중학교 입학생
까지 확대해 만 11～12세 예방접종 2종(Tdap 또는 Td, HPV(여학생 대상))에
대해 확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궁경부암 등 질병의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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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백신의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전문기관에서 반복적으
로 확인했고, 국내 전문가들도 이상반응 신고사례들을 검토한 후 안전성이 우려
되는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다고 밝힌 만큼, 보호자들은 부작용 우려로 접종
을 꺼리지 말고 자녀를 암에서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추세를 보면, 방학·연휴와 토요일에 접종이 몰려 있어 학기 중에는 예방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올해 접종 대상자인 2005, 2006년생 여성 청소년들은 새 학기 시작 전
방학 동안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 시기에 맞춰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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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7년 월별 1차 접종자수 및 접종률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접종자수

접종률

접종자수

접종률

접종자수

접종률

139,096

58.6%

162,442

71.1%

127,480

60.6%

139,096

58.6%

94,593

41.4%

-

-

1월

-

-

4,662

2.0%

2,139

1.0%

2월

-

-

5,267

2.3%

4,430

2.1%

3월

-

-

2,094

0.9%

3,480

1.7%

4월

-

-

3,429

1.5%

8,260

3.9%

5월

-

-

5,479

2.4%

14,103

6.7%

6월

-

-

3,167

1.4%

9,322

4.4%

7월

-

-

5,822

2.5%

14,381

6.8%

8월

-

-

9,384

4.1%

31,261

14.9%

9월

-

-

2,666

1.2%

8,686

4.1%

10월

-

-

2,374

1.0%

6,226

3.0%

11월

-

-

3,259

1.4%

6,589

3.1%

12월

-

-

20,246

8.9%

18,603

8.8%

누계
2016년
(6.20.~12.31.)

2017년

1) 국가예방접종도입(’16.6.20) 이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 기준(’18.01.17.기준)
2) 접종률은 사업대상자(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만 11∼12세 여아 (’03년생 237,397명 / ’04년생 228,417/ ’05년생
210,419명)중 1차 접종을 완료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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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전화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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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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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