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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2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구분 2인2인 3인3인 4인4인 5인5인 6인6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 916 1,273,516 1,509,116 1,744,717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359,680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415,015원씩 증가

2016년도 급여지원내용

구분구분 급여액급여액 비고비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월 10만원 /1인 생계급여수급자제외

중고생 학용품비 연 5만원 /1인 생계급여수급자제외

생활보조금 월 5만원 /1가구 생계급여수급자제외

추가양육비 (5세이하) 월 5만원 /1인 생계급여수급자제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12세미만) 월 15만원 /1인 생계급여수급자제외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고고생교육비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관련법률 일반정책 중점사업 관련사업 여성상담

생활복지 > 사회복지 > 여성복지 > 일반정책여성복지 - 여성복지 - 일반정책일반정책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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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모집·배치·관리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발굴 관리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상담·연결·배치·관리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 적당한 봉사자 배치

지속적인 봉사활동자 기록관리·포상 등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다양한 대상 (노인,주부,청소년,직장인,기능, 전문인 등) 활동

필요한 시간대 (평일, 주말, 방학, 저녁 등) 활동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집중 되도

록 활동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상담 · 교육 · 훈련실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중 상담 실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봉사서비스를 받는 측에 대해 교육실시, 자원봉사 성과 극대화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홍보자료 개발 · 보급

감동적인 모범사례 발굴, 널리 소개

종합자원봉사관리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대회 실시

교육자료집 및 프로그램 사례집 발간

여성자원봉사여성자원봉사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활동은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며 가진것이 없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나 자신의 성숙과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웃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천이 되는 위대한 힘 입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많은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자아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자원봉사는 이렇게 합니다자원봉사는 이렇게 합니다

신청 및 접수 : 자원봉사자는 전화 또는 팩스, PC통신, 직접방문을 통해 군 자원봉사센터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　　　 육 : 자원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론, 역할, 자세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은 후 활동해야 효과적입니다.

배　　　 치 : 센터에서 실시한 각종 조사내용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배치,자원봉사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는 자신의 의지로서 어떠한 물질적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입니다

평 가 지 도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지도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비영리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분야 육성·지원

직장인, 청소년, 주부, 노인조직 등 자원봉사단체 및 모임의 발굴·육성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상담 등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2003 제10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및 전국자원봉사자대회제10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및 전국자원봉사자대회

11 완도군자원봉사센터 섬사랑종합봉사대 『우수상』수상

완도군 자원봉사센터 소개완도군 자원봉사센터 소개

일반현황

위치: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개소연월일: 1997년 8월 21일

운영형태 : 완도군 직영

인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 담당자 1

연락처 : 061)550-5332 , 팩스 550-5289

자원봉사자 모집·배치·관리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발굴 관리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상담·연결·배치·관리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 적당한 봉사자 배치

지속적인 봉사활동자 기록관리·포상 등

일반현황

위 치 : 전남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개소연월일 : 1997년 8월 21일

운영형태 : 완도군 직영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규 모 : 사무실면적 33㎥(10평) → 근무인원 : 공무원 1명

연락처 : 전화 061)550-5342, 팩스 061)550-5582

설립목적

지역사회에 잠재된 복지자원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조직의 연계운영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질' 향상

주민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정신의 함양을 통한 선진 지역공동체 조성

센터의 기능

자원봉사 의식 확산 및 기반 조성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배치 및 유지관리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활동 기관 및 단체의 활동 조정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우수 자원봉사단체 수상내역우수 자원봉사단체 수상내역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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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자원봉사센터 섬사랑종합봉사대 『우수상』수상

대한적십자사완도지구회 『국무총리』표창

2003 전라남도자원봉사박람회2003 전라남도자원봉사박람회

11 완도군이용협회 『전라남도지사』표창

2003 전라남도여성자원봉사자대회2003 전라남도여성자원봉사자대회

11 완도군고향생각주부모임회장 이연순 『여성부장관』표창

2003 완도군자원봉사자대회2003 완도군자원봉사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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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새마을부녀봉사회 『대상』수상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최우수상』수상

와이즈멘완도클럽, 대한적십자사완도지구회 『우수상』수상

소안면여성자원봉사회, 범죄예방위원완도지구회 『장려상』수상

완도로터리클럽, 완도청해로타리클럽 『봉사상』수상

2002 2002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2002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11 완도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 『국무총리』표창

제9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제9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11 청소년참사랑봉사대 『봉사상』수상

2001 「2001세계자원봉사의 날」 전국 기념행사「2001세계자원봉사의 날」 전국 기념행사

11 열관리협회 봉사팀 『대통령』표창

전국자원봉사프로그램경진대회전국자원봉사프로그램경진대회

11 외딴섬주민 종합안전점검봉사대 『우수상』수상

제8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제8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11 무의도서순회진료봉사대 『봉사상』수상

2000 행정자치부 우수프로그램 선정행정자치부 우수프로그램 선정

11 저소득주민가정용 난방보일러 점검 및 정비

제7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참가제7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참가

11 외딴섬 안전점검봉사대 『대상』수상

1999 '99. 행정자치부 우수프로그램 선정 인센티브 반영'99. 행정자치부 우수프로그램 선정 인센티브 반영

11 도서낙도자원봉사활동

전국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 참가 ('99년도)전국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 참가 ('99년도)

11 완도군자원봉사센터『중앙일보사 감사패』수상상

1998 제5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98년도)제5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98년도)

11 도서낙도자원봉사팀 『우수상』수상

전라남도자원봉사평가 ('98년도)전라남도자원봉사평가 ('98년도)

11 열관리협회봉사팀 『최우수상』수상

복지시설복지시설

완도군 여성회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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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위 치 : 완도읍 군내리 종합복지회관(3, 4층)

개소일 :개소일 : 2004년 6월

규 모 :규 모 : 건평 200평(1층100평)

시설현황지상시설현황지상

지상 3층 : 자원봉사센터, 조리교육실, 회의실, 협의회장실, 어린이놀이방

지상 4층 : 다목적교육실, 휴게실, 인터넷사랑방

주요활용 :주요활용 : 여성교육

전 화 :전 화 : 552-3727

상근인력 :상근인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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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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