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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긴급복지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지원대상

위기상황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류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ㆍ재산기준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지원내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전기료, 장제비, 해산비 지원

종류종류 지원내용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지원금액(4인기준) 지원횟수지원횟수
(최대횟수)(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3회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천원 이내 1회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50.5천원/월 이내 3회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부식품(푸드뱅크)제공

생활복지 > 사회복지 > 희망복지지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희망복지지원 - 희망복지지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긴급복지 지원사업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www/welfare
/www/welfare/socialwelfare
/www/welfare/socialwelfare/jumin_list
/www/welfare/socialwelfare/jumin_list/em_help
/www/welfare/socialwelfare/jumin_list/jumin
/www/welfare/socialwelfare/jumin_list/em_help
/www/welfare/socialwelfare/jumin_list/food_help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50.5천원/월 이내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1,494.1천원
3회

(6회)

교육지원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1회
(4회)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천원/월
3회

(6회)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회

종류종류 지원내용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지원금액(4인기준) 지원횟수지원횟수
(최대횟수)(최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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