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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희망복지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이란?희망복지지원단이란?

경제적ㆍ의료적ㆍ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복지ㆍㆍ보건보건ㆍㆍ교육교육ㆍㆍ주거주거ㆍㆍ의료의료ㆍㆍ신용신용ㆍㆍ법률법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맞춤형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전담조직입니다.

QQ어떤 일을 하나요?어떤 일을 하나요?

A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통합사례관리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란?통합사례관리란?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탈 빈곤 능력 배양

QQ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가족 해체, 경제적 기능 상실 등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장기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통합사례관리 신청

가족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 상실가구, 외부지원이 필요한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등

경제ㆍ건강ㆍ직업 영역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신청방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알고 계신 친족, 이웃주민이 보건복지콜센터(☎129)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시거나 완도군청 희완도군청 희

망복지지원단(☎ 061-550-5325)망복지지원단(☎ 061-550-5325)과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통합사례관리사업의 의의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부식품(푸드뱅크)제공

생활복지 > 사회복지 > 희망복지지원 > 희망복지지원희망복지지원 - 희망복지지원 - 희망복지지원희망복지지원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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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개요 (총8단계로 구성)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주민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피부와 와닿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지만족도가 향상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방지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정부예산이 절약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원문보기

COPYRIGHT ⓒ WANDO-GUNWANDO-GUN . ALL RIGHT RESERVED.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contents/2932/jm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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