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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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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농촌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50세미만 미혼남성 농업

  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ㆍ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제결혼비자발급 심사기준에 준하는 자

ㆍ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자체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

  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ㆍ심사기준 : 영농기반 확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건강, 소양, 영농정착 의지 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사)한국농업경영인 시·군 연합회 회원을 우선 선정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사전문의)

농정과    033-737-4117

ㆍ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 

※ 단, 아내 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했거

   나 현재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지원

ㆍ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ㆍ수급자ㆍ배우자ㆍ직계비속이 집이 없는 가구

ㆍ혼인관계 증명서 기준 전년도에 결혼한 가구 

ㆍ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아내통장 사본제출)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나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

주택과    033-737-3473, 3475

유형

행 유형

복 유형

한 유형

덤 유형

지원(천원)

120

80

50

20

기준율

100%이하

100%초과~150%이하

150%초과~200%이하

기준중위소득(2인가구)

2,847천원 이하

2,848~4,270천원

4,271~5,694천원

“아내”가 타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 추가 지원

1

2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결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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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의 난임부부

(접수일 기준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 본인부담금

ㆍ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ㆍ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방문 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4055

태교 프로그램 ‘아가마중’ 운영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지원대상

태교 프로그램 운영(시립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지원내용

온라인 신청 ☞ https://lib.wonju.go.kr신청방법

문의

예비부부, 결혼 1년 이내의 첫 아이 임신 전 신혼부부

지원대상

신혼부부 건강진단(무료)

※혈당, 소변검사, 매독, 에이즈, B형간염(항원·항체), 빈혈, 혈액형, 간 기능

   검사 3종, 콜레스테롤 3종

지원내용

방문 신청(사전 문의)

신청방법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4057

문의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임산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대상

ㆍ모성검사 ： 임신 8주~10주, 혈액, 소변검사 8종

ㆍ풍진예방접종(무료) : 풍진항원항체 음성/기혼 또는 결혼예정 여성(비임신 상태)

ㆍ모유수유교실 : 임신 28주 이상 임산부(매월 둘째주 금요일 14시~16시)

ㆍ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16주~분만 전

※ 방문 시 임신주수에 따라 지원(신청일 기준 ~ 출산일까지 지급)

지원내용

방문 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4057 

신청방법

문의

원주시립중앙도서관    033-737-4481



ㆍ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ㆍ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 내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방문 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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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50% 감면

※ 임산부 차량용 스티커 부착 차량에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경우 적용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지원대상

임신 1회당 의료비 최대 120만원 내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 ☞ www.socialservice.or.kr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신청방법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보건소 모자보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 방문(산모수첩 지참)

신청방법

발급문의 : 복지정책과    033-737-2306

요금문의 : 교통행정과 또는 경제전략과 문의

문의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6문의

연번 주차장명

중앙로 노상주차장1

2

구간(소재지)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033-737-3546

경제전략과

033-737-2943

※ 전통시장 주차권 제출 시 최초 1시간 면제/임산부 주차요금 중복 감면 불가

성지병원 ~ 대화한약방

금성종합주방 ~ 이은찬공적비

이은찬공적비 ~ 구)문화극장

원동성당 ~ KBS 방송국

효요양병원 ~ 이은찬공적비

교보생명 옆 KT학성빌딩

강원 감영 앞(원주시 일산동 54-2)

단계동 장미공원 주변

학성길 120(일산동)

일산동 53-44

평원동 187-3

학성동 213-7

중앙동 23번지 외 6필지

3

4

5

6

7

8

임신

단계택지 노상주차장

학성 공영주차장

일산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기타지역 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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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생활보장과    033-737-266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도서택배 서비스

12/13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출산보육과    033-737-2581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

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담당부서

구분

기 초 생 활 수 급 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1~6급)

지원내용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 120만원)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 120만원)

아이 1명당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담당부서

생 활 보 장 과

복 지 정 책 과

경로장애인과

문의

033-737-2668

033-737-2602

033-737-2717

ㆍ임산부 및 영유아(첫 돌까지)

ㆍ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ㆍ다문화가족(19세미만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족)

ㆍ장애인

지원대상

도서관 자료 무료 배달 서비스(원주시립중앙도서관 본관)지원내용

원주시립중앙도서관    033-737-4677문의

방문 또는 팩스(Fax 033-737-4993/4676) 신청

ㆍ임산부 : 산모수첩 

ㆍ영유아 및 다자녀가족 : 주민등록등본 

ㆍ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ㆍ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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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대상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ㆍ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ㆍ지원기준 :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 10% 자부담 원칙)

ㆍ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ㆍ지원대상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신청일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 불가)

ㆍ지원내용 :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ㆍ지원기준 : 본인부담금 90%, 10% 자부담 원칙

              (최대지원 : 큰아이 1명/90,000원, 큰아이 2명/140,000원) 

ㆍ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방문 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405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문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방문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4057

문의

ㆍ이용시간 : 월 ~ 금(09:00~18:00)

ㆍ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시 이용권 소멸)

ㆍ이용요금(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기관별 직접 납부

ㆍ지원내용 :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및 건강관리 등

지원내용

원주 YWCA(☏033-744-6091)

SM천사(☏033-762-7118)

굿아이맘(☏033-744-3575) 

맘스매니저(☏033-731-7325)

해피케어원주지사(☏033-743-3577)

서비스 제공기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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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방문 신청(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6

구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기준

ㆍ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ㆍ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 미숙아

ㆍ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

   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

   단받은 환아

※ 출생 후 24시간 내 긴급 수술(치료)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분만 후 별도 치료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 제외

지원금액

최대 1천만원

(체중별 차등지원)

최대 5백만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

지원내용

결
혼

 /
 임

신
 /

 출
산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출산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

지원대상

ㆍ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5~25천원)

ㆍ선별검사 재검 판정으로 확진검사 시 7만원 내 지원(ABR 본인부담금)

ㆍ난청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장애등급 환아 제외)

지원내용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자녀를 출산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4개월 이상 유산 포함)

ㆍ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ㆍ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제외항목 ㆍ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한 내역

ㆍ산후조리원비

ㆍ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ㆍ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내역

ㆍ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방문 신청(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4057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방문 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6

신청방법

문의



만 18세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방문 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미숙아는 1주일 후에도 가능)

검사시기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이내 의료비 및 약제비 지급

(소급지원 불가)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8세미만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결
혼

 /
 임

신
 /

 출
산

18/19

ㆍ기 저 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영아(0~24개월)가 있는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월 64천원)

ㆍ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 및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월 86천원) 

ㆍ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ㆍ이용기관 확인 :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보건서비스/모자보건/영유아

방문신청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6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출산

지원대상(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방법

문의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18.

7. 1. 이후 아이를 출산하여 신고한 가정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토토미, 치악산 한우, 미역, 들기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로컬푸드과    033-737-4415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산모 출산 축하 선물 지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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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육료 지원(만0~5세)

ㆍ누리과정 지원(만3~5세)

ㆍ시간연장형 보육료(만0~5세)

ㆍ가정양육수당 지원

ㆍ입양축하금 및 양육수당 지원

ㆍ아동수당 지원

ㆍ시간제 보육 지원

ㆍ휴일 어린이집 운영

ㆍ아이돌봄 지원

ㆍ어린이(만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ㆍ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ㆍ가정위탁 보호 지원

ㆍ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디딤씨앗통장)

ㆍ드림스타트 및 위스타트마을 운영

ㆍ아동양육시설 운영

ㆍ지역아동센터 운영

ㆍ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ㆍ학교우유급식 지원

ㆍ결식아동급식 지원

ㆍ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ㆍ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ㆍ청소년증 발급

ㆍ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ㆍ반비다복카드(다자녀 우대카드)

ㆍ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

ㆍ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등록금 지원

ㆍ다자녀 가정 기타 지원

ㆍ원주시가족센터 운영

보육

아동

청소년

다자녀

가정

가족지원

양육지원02



ㆍ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어린이집 입소 전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 중 유치원(유아학비) 입소 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ㆍ만0~2세 맞춤형 보육에 따라 종일형(7:30~19:30), 맞춤형(9:00~15:00) 구분

ㆍ맞춤반 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 바우처 제공

장애아 보육료 지원

ㆍ지원대상 :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6~8세까지만 해당)

ㆍ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종일 462천원 / 방과후 232천원)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ㆍ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 아동

ㆍ지원내용 :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급(월 232천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출산보육과    033-737-2722~3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사랑 콜센터    1566-3232

보육료 지원(만0~5세)

보육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국공립,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 이용 시 최대 22만원

ㆍ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

ㆍ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  

ㆍ보호자의 서비스 신청일부터 지원(소급지원 불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출산보육과    033-737-2722~3

보건복지콜센터    129

유아학비 에듀콜센터    1544-0079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누리과정 지원(만3~5세)

구분

보육료

만0세

종일

454,000 354,000

맞춤

만1세

종일

400,000 311,000

맞춤

만2세

종일

331,000 258,000

맞춤

만3~5세

종일

220,000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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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 종일반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단,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

하여 지원 가능

시간연장형 보육료(만0~5세)

보육

지원대상

지원내용

ㆍ야간보육 : 19:30 ~ 익일 07:30

ㆍ24시간보육 : 07:30 ~ 익일 07:30

ㆍ맞춤반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ㆍ시간연장보육 : (주중) 19:30~24:00

                   (토) 15:30~24:00(유아학비지원아동 신청가능)

이용 어린이집 문의

출산보육과    033-737-2722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방법

문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6

개월 미만 영유아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 매월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출산보육과    033-737-2724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문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ㆍ양육수당 : 영유아 전 계층

ㆍ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영유아

ㆍ장애아동 양육수당 : 등록장애인 영유아

0~11개월

200,000

12~23개월

150,000

24~35개월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6~47개월

48개월 이상

100,000

200,000

200,000

177,000 156,000

100,000

100,000

100,000

129,000

구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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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상 허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 요건(절차)을 갖춰 아동

 (장애아동 포함)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축하금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

지원대상

지원내용

ㆍ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원주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 입양

ㆍ입양가정 양육수당

  - 일반아동 : 월 150천원/인(만16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장애아동 : 중증 월 627천원, 경증 월 551천원, 의료비(연간 260만원 내)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다른 장애와 중복이 있는 3급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급~6급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제출

출산보육과    033-737-2778

신청방법

문의

26/27

만0~5세 아동(※ 만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 '19. 9월부터 지급 연령 확대 : 만0~6세 아동(최대 84개월)

ㆍ지원금액 : 1인 월 10만원

ㆍ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으로만 입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

출산보육과    033-737-2773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아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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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시간제 보육 지원

보육

지원대상

지원내용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이 필요한 아동

ㆍ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ㆍ시간당 본인부담금 1,000원 발생/월 80시간 지원

ㆍ가정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

ㆍ이용시간 : (평일) 9시-18시

상기 어린이집 문의

출산보육과    033-737-2755

지원대상

이용기관

신청방법

문의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공기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필수

출산보육과    033-737-2753

시간제보육 콜센터    1661-9361

신청방법

문의

휴일 어린이집 운영

구분

금 강  어 린 이 집

원주아가 어린이집

큰 별  어 린 이 집

주소

원주시 황소마을길 28(명륜동)

원주시 갈머리 2길 29(학성동)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8-2

033-762-8757

033-731-7669

033-734-1188

문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ㆍ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연 720시간 이내)

ㆍ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120~200시간 이내)

아이돌봄 지원

지원대상

ㆍ유의사항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

    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

    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과    033-737-2742

원주시가족센터    033-747-6012

지원내용

문의

구분

정부 지원 가구

정부 미지원 가구

서비스 제공기관 : 원주시가족센터

(공통) 국민행복카드 발급(서비스 신청인 명의)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지원대상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중위

소득이 150% 이하 가(소득유형별

차등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전액 본인부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www.idolbom.go.kr)

1577-251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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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이하 어린이

평일 9시~11시30분, 13시~15시(보건소 2층)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4074

지원대상

국가예방접종 17종 

※ 보건소·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무료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확인) 

예방접종시간

문의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백신명 접종시기 백신명 접종시기

생후 4주 이내

2, 4, 6,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

2, 4, 6개월, 12~15개월

12개월

12개월~36개월 1~2차

만 12세 여성청소년

국가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

출생 후 1개월 이내 

0, 1, 6개월

2, 4, 6개월,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

2, 4, 6개월, 만4~6세

2, 4, 6개월, 12~15개월

2, 4, 6개월, 12~15개월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12~15개월, 만4~6세

12~15개월

12개월~36개월

12개월~36개월 1~3차, 만 6세, 만 12세

12개월~36개월 

만12세

매년 접종

출생 후 1개월 이내

2, 4개월

2, 4, 6개월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접종시기횟수

 ☞ 휴일지킴이 약국 www.pharm114.or.kr / 휴일 병원 찾기  www. e-gen.or.kr

B형간염

IPV(폴리오)

Hib(뇌수막염)

MMR

일본뇌염(사백신)

A형간염

Flu(인플루엔자)

BCG(피내용)

DTaP

Td/Tdap

폐렴구균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0, 1, 6개월

2, 4, 6개월, 만 4~6세

2, 4, 6개월, 12~15개월

12개월, 만 4~6세

12개월~36개월 1~3차,만6세, 만12세

12개월~36개월 

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일정표

1

3

5

1

4

4

4

-

2

1

2

5

2

2

-

1

2

3

BCG(피내용)

HepB

DTaP

Tdap

IPV

Hib

PCV(단백결합)

PPSV(다당질)

MMR

VAR

HepA

IJEV(불활성화 백신)

LJEV(약독화 생백신)

HPV

IIV

BCG(경피용)

RV1

RV2

결핵

B형간염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결핵

30/31

보육

ㆍ지원대상 : 취학 전 만3세 ~ 6세 아동

ㆍ신청방법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별도 공지(매년 4~6월)

ㆍ지원내용

   ⊙      스크리닝 : 시력검사 자가시력검진

   ⊙ 2차 스크리닝 : 보건소 검진

   ⊙ 3차 스크리닝 : 병·의원

자가시력검진사업

ㆍ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중위소득 80%미만 가구, 만10세 이하)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지원 사업

아동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6

한국실명예방재단(www.kfpb.org)    02-718-1102

문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폐렴구균

일본뇌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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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 지원

아동

지원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신청방법

출산보육과    033-737-2778

문의

ㆍ양육수당 : 1인 월 120천원

ㆍ전세자금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일반주택 전세자금 지원 등

ㆍ자립정착금 : 1인 4,000천원/만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ㆍ상해보험료 : 1인 연간 65천원/보험가입비 지원 및 상해보험 보장

ㆍ심리치료비 : 1인 월 200천원 이내/심리정서치료비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아동 생계급여 별도 지원

만18세 미만의 아동

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포함

ㆍ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ㆍ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신청방법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 도달 시 사용제한 없음)

적립금 사용

출산보육과    033-737-2773

문의

ㆍ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 : 1 매칭 지원

ㆍ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4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6

  만원(연간 552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추가적립액은 국가 매칭 미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 가능

☞ 디딤씨앗통장 http://www.adongcda.or.kr/ 확인

만 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기초수급(생계의료)가구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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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운영

입소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방법

ㆍ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766-1391

ㆍ보건복지콜센터 위기상담대응팀    129

ㆍ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 112』

   -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사진ㆍ동영상 등 촬영ㆍ신고)

ㆍ경찰    112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아동양육시설 현황

문의

ㆍ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ㆍ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ㆍ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시군구에 보호조치를 의뢰

  한 아동

ㆍ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

구분 전화번호 

033-762-2107

033-747-9333

033-742-2911

033-731-2447

033-745-0778

033-762-3462

033-731-4974

033-763-8269

033-745-9124

아동

지원대상

제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신청방법

여성가족과    033-737-2775~6

드림스타트    033-737-2765~8

위 스 타 트    033-732-7925~6

문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ㆍ드림스타트 - 원주시 남원로 606번길 22, 301동 1층(개운LH)

ㆍ위스타트(가칭/원주시아이행복마을)

   - 원주시 북원로2704번길 13 ☞ www.wjwstart.or.kr

ㆍ0세(임산부 포함)~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성장 및 복지여건 취약 가정

ㆍ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드림스타트 및
      위스타트마을 운영

출산보육과    033-737-2772

원주시 섭재산보길 89(관설동)

원주시 육판길 1(태장동) 

원주시 태장둔치길 149(태장동) 

원주시 호저면 대덕길 133 

원주시 단구로 75번길 22(일산동)

원주시 판부면 도매촌길 54

비공개 시설

원주시 원문로69번길 23(학성동)

원주시 북원여중길 29-9(태장동)

성애원

자신보육원

원주아동센터

심향영육아원

엄마사랑

강원도아동복지센터

좋은이웃쉼터

원주청소년의집

햇살누리요셉의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명 주소

0~만18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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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새주소

033-744-6617

033-732-9121

033-747-0690

033-901-3004

033-764-0691

033-732-1091

033-747-7944

033-735-7975

033-745-7908

033-744-5791

033-764-9185

033-734-5505

033-747-4853

033-766-3704

070-8848-1407

033-746-1321

033-735-8381

033-748-3994

033-747-2582

033-744-9106

033-764-3070

033-731-8348

033-745-0365

033-763-4972

070-7625-2107

033-762-4353

070-4922-0009

070-8265-3354

033-761-2197

033-764-3117

033-744-9779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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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

지원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방문 신청

지원기준

신청방법

여성가족과    033-737-2774

해당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현황 참조)

문의

ㆍ돌봄취약아동 저소득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ㆍ일반아동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의 20% 이내 이용 가능

지원내용

ㆍ일상생활지도, 안전교육, 급식,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체험활동,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ㆍ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역적 특성(농어촌 등) 고려하여 이용 가능

ㆍ이용료 : 무료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18세 미만 학령기 아동(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포함)

원주시 봉산로 103 (봉산동)

원주시 송계안길 9 (학성동)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1-21 (명륜동)

원주시 상지대길 25-9 (우산동)

원주시 단구로 333 (단구동)

원주시 현석길 52 (봉산동)

원주시 북원로2425번길 63 (우산동)

원주시 북원여중길 30-3 (태장동)

원주시 우산로 31-1  (우산동)

원주시 북원로2246번길 45-1 (단계동)

원주시 나비허리길 74  (단구동)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60

원주시 관설안길 23-7  (관설동)

원주시 치악로 1812  (개운동)

원주시 남산로48번길 38-1  (원동)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800,  2층

원주시 현충로234-13 상록프라자상가2층(태장2동)

원주시 늘품로 6 (청솔1차  상가204호)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643

원주시 갈머리1길 23  (일산동)

원주시 유만길 16-16  (반곡동)

원주시 치악로 2029  (태장1동)

원주시 방강골길 16  (태장2동)

원주시 판부면 치악로  1077-12, 2동 1층

원주시 백간길 16, 103동 1층 (단계동, 봉화산임대아파트)

원주시 남원로 634-21  (개운동)

원주시 원문로 175, 관리동  (단계동 은행A)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94-9

원주시 무실로380,102동102호(무실동,사랑으로부영A)

원주시 서원대로308,204동106호(명륜동,현대아파트)

원주시 일산로 7-13, 2층(일산동)

원주가톨릭꿈나무지역아동센터

성공회원주나눔의집햇살지역아동센터

베스파지역아동센터

미래지역아동센터

원주열린지역아동센터

동원주지역아동센터

푸른솔지역아동센터

밝음지역아동센터

예본지역아동센터

민토지역아동센터

한길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장양리지역아동센터

관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육성회지역아동센터

씨알지역아동센터

노픈누리지역아동센터

평강의나라지역아동센터

남원주지역아동센터

만종지역아동센터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

새하늘지역아동센터

태일지역아동센터

태장지역아동센터

꿈빛나무지역아동센터

해오름꿈터지역아동센터

개운지역아동센터

소망주기지역아동센터

길배움터지역아동센터

무실지역아동센터

명륜지역아동센터

행복꿈터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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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 지원

지원대상

연 2회(6월, 11월) 전수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운영내용

지원방법

출산보육과    033-737-2778

ㆍ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이용아동 : 단체급식, 연중 석식 제공

ㆍ아동급식 전자카드(드림카드) : 시내(동) 지역, 중식 제공

  - 드림카드 가맹점 : 150여 개소(매월 초 드림카드 포인트 충전)

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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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학교우유급식 지원

아동

교육대상

운영내용

인터넷 http://www.safelife.or.kr/ 접속 → 어린이교통공원(원주) 

신청방법

5세 이상 어린이, 초·중등학생 및 어르신 등

ㆍ위치 : 원주시 동부순환로 179(반곡동)

ㆍ규모 : 지상2층 건물 1동 및 어린이 놀이터

ㆍ교육내용 : 교통 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 교육

ㆍ운영 : 강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위탁운영

ㆍ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

지원대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지원내용

초 ∙ 중 ∙ 고 우유급식 담당부서(급식실, 행정실 등) 신청신청방법

축산과    033-737-4196문의

교통행정과    033-737-3494

(사)강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033-745-9337

문의

18세 미만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또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연중 석식 등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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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 상담시설 지원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여성가족과    033-737-2763여성가족과    033-737-2763

ㆍ생활지원 :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ㆍ건강지원 : 진찰·검사, 입원·간호 등

ㆍ학업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ㆍ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등

ㆍ상담지원 :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

ㆍ법률지원 : 소송 및 법률 상담 비용 등

ㆍ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ㆍ기타지원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문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시설

문의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활동내용

청소년 상담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학교폭력예방 관련 전문상담

1388

033-744-1318

033-744-0924

033-813-1318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이음관 3층 

서원대로 234(단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용대상 사업내용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서원대로 234 (단계동)

예술관길 31 (명륜동)

육판길 1 (태장동)

백간길 119 (학성동)

033-748-2180

033-813-9999

033-732-4011

033-745-0837

취약계층 중학교 1~3학년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 1~3학년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 1~3학년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 프로

그램 제공 등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시설

실내체육관, 농구장(풋살), 강당, 댄스연습실 둥

다목적홀, 인터넷/DVD 부스, 동아리방 등

소공연장, 다목적홀, 동아리방 등

북카페, 댄스연습실, 야외무대, 음악연습실 등

숙박시설, 실내집회장, 식당, 휴게실 등

숙박시설, 실내집회장, 식당, 휴게실 등

숙박시설, 실내집회장, 식당, 휴게실 등

숙박시설, 실내집회장, 식당, 휴게실 등

숙박시설, 실내집회장, 식당, 휴게실 등

033-742-9997

033-745-0873

033-734-3688

033-813-0924

033-732-9954

033-732-8288

033-741-9579

033-732-8700

033-764-3007

서원대로 234 (단계동)

백간길 119(학성동)

중앙로 89(중앙동)

원문로 1771(문막읍)

지정면 소금산길 125

문막읍 만디길 146

지정면 월송리 산2-4번지

소초면 구룡사로 65

신림면 황둔리 900-4번지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원주청소년 문화의집

중앙청소년 문화의집

문막청소년 문화의집

간현청소년 수련원

예동터청소년 수련원

동서울 유스호스텔

강원도치악청소년수련원

치악산황둔청소년수련원

공공

민간

ㆍ비행예방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ㆍ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가능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ㆍ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ㆍ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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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발급비용

유효기간

신청방법

문의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

만9세이상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무료

만19세가 되는 바로 전날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여성가족과    033-737-2763

지원대상

신청방법

막내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정(둘째 임신 가정 포함)

ㆍ농협 BC카드 : 농협지점 방문(가족관계서류 지참) 신청

  ☞ 국내 및 해외여행 할인, 호텔/콘도 할인 등

ㆍ신한카드 :    080-700-2108(강원3번)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청

  ☞ 3대 소아암 보험 무료가입, 금융우대서비스(신한금융에 한함) 등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613

다자녀
가정

반비다복카드 (다자녀 우대카드)

033-735-2260

033-761-4578

033-765-1127

033-747-7600

033-742-6799

033-735-7474

033-766-3088

033-735-6733

033-761-3680

033-742-7295

033-762-3303

033-765-7333

033-741-5000

033-765-7533

033-763-4167

2자녀 15% / 3자녀 20% 할인

10만원 상당 교재 제공

10% 할인

10% 할인

10% 할인

10% 할인

세탁 5% 할인

세탁 5% 할인

세탁 5% 할인

2자녀 2% 할인 / 3자녀 3% 할인

5% 할인

10% 할인

비급여 10% 할인

가족구성원 비급여 할인 (약10%)

리터당 10원 할인

육아식제품의 온라인구매

15% 할인

참여업체

구분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우대내용

문막읍 동화택지길3-25

서원대로392(단구동,스타프라자5층)

혁신로 35 S타워 3층

단구로 410(세경5차아파트 상가동)

섬밭들2길 1-4

문막읍 건등로 40, 2층

단구동 한일아파트,상가 107

행구로101

송림길 36-12

중앙시장길 11(중앙동)

송림길 25

치악로 1593(단구동)

소초면 치악로 2473

원일로 63(원인동)

귀래면 북원로 117

국도 태권도체육관

사랑간호학원

경희무용학원

김로나리일대일

영어회화학원

스터디메이트 학원

트릭아트 미술학원

참사랑음악전문학원

한일그린세탁

토탈 크리닝샵

클리식클리닝샵

전원섭 상회

흥업순대(원주본점)

고려정

조양병원

모아한의원

귀래주유소

학  원

학  원

학  원

학  원

학  원

학  원

세  탁

세  탁

세  탁

유  통

음  식

음  식

의  료

의  료

주유소

1

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4

연번

학  원

출  산

단관길 61-2 033-761-5218

관설동 1675-8 033-761-8616매일유업(원주지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만11세 ~ 만18세 여성청소년 

※ 2019년 기준 : 2001. 1. 1.~2008. 12. 31. 출생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

   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가능

신청권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팩스·우편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
신청방법

여성가족과    033-737-2763문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월 10,500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결제 전 반비다복카드라고 말씀해 주세요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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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문의 문의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

ㆍ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부부가 출

              산한 셋째아 이후 출생아

ㆍ지원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60개월(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ㆍ지원금액 : 1인당 월 15,000원 이하

ㆍ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부부가 출

              산한 셋째아 이후 출생아 중 선천적인 건강 이상이나 장애로 인

              해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아동

ㆍ지원기간 : 60개월(5년 지원)

ㆍ지원금액 : 1인당 월 15,000원 이하(건강보험료와 동일 금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출산보육과    033-737-2725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033-737-2305

ㆍ100만원 이내(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ㆍ명칭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

  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

ㆍ시간제 등록생

ㆍ당해연도 2학기 말까지

ㆍ연간 3백만원 이내

ㆍ특성화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교육청 지원)

ㆍ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 학자금 지원

   받고 있는 경우

ㆍ그 외 학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ㆍ상시

지원금액

제외대상

신청기간

구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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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설립목적

사업내용

 소재지

문의

원주시가족센터 운영

다자녀
가정

기타 지원

구분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 감면

기술과목 수강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도요금 감면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033-737-4227

시민문화센터

수강료 면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가정

취약위기가족, 다문화가족 등 원주시 거주 가족에게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하여 원주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ㆍ건강가정 지원사업 : 가족관계/돌봄/생활/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한국어말하기 대회,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등 제공

ㆍ공동육아나눔터 : 이웃 간 돌봄품앗이를 통한 자녀 돌봄 사각지대 해소

ㆍ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 서비스 등 제공

ㆍ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 가족맞춤형 서비스, 긴급위기지원 등 제공

ㆍ강원도 미혼모ㆍ부자 지원사업 : 상담, 교육, 문화체험, 출산 및 양육지원 등

   - 혼인기록(사실혼 관계)이 없는 강원도 내 실거주하는 미혼모ㆍ부자 가정

여성가족과    033-737-2743

원주시가족센터    033-764-86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차량 취득세 100% 감면

※ 7인승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시민문화센터

033-737-4382

차량등록사업소

033-737-4341~4



ㆍ국민기초생활보장

ㆍ자활사업 운영

ㆍ의료급여 제도

ㆍ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ㆍ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ㆍ종합사회복지관 운영

ㆍ정신재활시설 운영

ㆍ기초연금

ㆍ효행장려금 지원

ㆍ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ㆍ무료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ㆍ노인돌봄서비스

ㆍ노인일자리사업

ㆍ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ㆍ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ㆍ경로복지시설 운영

ㆍ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ㆍ여성복지시설 운영

ㆍ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ㆍ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ㆍ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ㆍ장애인 등록

ㆍ장애인 복지 사업

ㆍ장애인 시설 운영

ㆍ장애인 일자리 사업 

ㆍ장애인 활동지원

ㆍ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ㆍ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ㆍ통합사례관리 사업

ㆍ법률홈닥터

ㆍ긴급지원 사업

ㆍ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

기초생활

노인

여성

한부모가족

장애인

맞춤형 복지03

희망원주

맞
춤

형
 복

지



■사망ㆍ장해ㆍ특별 위로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 1,000천원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 2,000천원

장애등급 1급 ⇒ 2,000천원

장애등급 2급 ⇒ 1,800천원

장애등급 3급 ⇒ 1,600천원 

장애등급 4급 ⇒ 1,400천원

장애등급 5급 ⇒ 1,200천원

장애등급 6급 ⇒ 1,000천원

ㆍ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주민등록상 생계.

  주거를 같이하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ㆍ의료)로 보호를 받는자

ㆍ지급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ㆍ수급자가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노환,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자 제외)

ㆍ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주거시설, 농

   경지)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대당 ⇒ 1,000천원

사망위로금

장해위로금

특별위로금

지원기준 지원내용

ㆍ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ㆍ지원내용 : 매월 6천원 지원

    -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잔액 연 1회 본인 계좌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자 개인이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ㆍ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ㆍ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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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생활보장과    033-737-2662

기초
생활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

2019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707,008

2인가구

2,906,528

3인가구

3,760,032

4인가구

4,613,536

5인가구

5,467,040

6인가구

6,320,544

가구규모
구분

기준중위소득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512 , 102

682,803

751,084

853,504

871 ,958

1 , 162 ,6 1 1

1,278,872

1,453,264

1,128,010

1,504,013

1,654,414

1,880,016

1,384,061

1,845,414

2,029,956

2,306,768

1 ,640, 1 12

2,186,816

2,405,498

2,733,520

1,896,163

2,528,218

2,781,039

3,160,272

지원내용

ㆍ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인 현금 급여 기준에서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제외
               한 보충급여 지급
ㆍ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43% 이하가구에 주거비 지원
ㆍ의료급여 : 의료서비스 제공
ㆍ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교육급여 시비 부담금)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규모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조건부, 자활특례자), 차상위자활 

ㆍ자활근로 : 환경정비사업, 복지ㆍ인턴ㆍ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단 등 참여

ㆍ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문의 ☏1350)

ㆍ2019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ㆍ일) 

자활사업 운영

기초
생활

지원대상

사업내용

53,440

57,440

49,440

53,440

4,000

1,285,440

4,000

1,285,440

46,790

50,790

42,790

46,790

4,000

1,112,540

실비

표준소득액(월)

비고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53,440

49,440

4,000

1,112,540

46,790

42,790

4,000

623,220

1일 5시간, 주 5일

27,970

23,970

지급액 계

급여단가

ㆍ자산형성 지원사업

ㆍ3년 동안 가입자는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저축,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매월 통장에 적립

ㆍ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 장

  려금과 이자 수령

ㆍ3년 동안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소득하

  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ㆍ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 지원

ㆍ본인부담금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ㆍ자활근로유형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

  금 지급하고 매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저축액

  금액의 1 : 1로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ㆍ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

ㆍ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매칭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방법

문의 생활보장과    033-737-2673, 2675

ㆍ현재 근로하는 주거 또는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

   위계층

ㆍ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ㆍ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9세) 생계 수급

  자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

ㆍ일하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

ㆍ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ㆍ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구 분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구 분 지원자격 지원내용

52/5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

  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 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의 영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

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 · 부상 · 출산(사산의 경

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

여 요양을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

서 출산을 한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의료급여 유형

지원내용

의료급여 제도

문의 생활보장과    033-737-2664, 2668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1 종

구분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2 종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

  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5종

· 지원금액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

  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비용 지원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 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

 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인슐린펌프

 용 주사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1형 1일 2,500원, 2형 1일 900원~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70,000원/주

· 1일 10,420원

· 1일 9천원/인(1일 최대 6개 이내)

· 가정산소치료: 월 120,000원

·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200,000원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 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

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

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임차한 경우)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

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 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요
양
비 

지
원

맞
춤

형
 복

지

1일 8시간, 주 5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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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ㆍ푸드뱅크 운영

문의 생활보장과    033-737-2672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621

기초
생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분

THE 행복한 엄마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어르신 심리ㆍ정서

지원 서비스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강원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 서비스

(문의)

원주지역자활센터

033-744-1552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단가 지원기간 재판정여부

정부지원액/월14만원~월18만원

본인부담금/월 2만원~월 6만원

정부지원액/월84~108천원

본인부담금/월 12~ 36천원

정부지원액/월44천원 

본인부담금/월 16천원

정부지원액/월144천원

본인부담금/월 16천원

정부지원액/월112~144천원

본인부담금/월 16~ 48천원

정부지원액/월14~18만원

본인부담금/월 6~ 2만원

정부지원액/월100~124천원

본인부담금/월 16~ 40천원

정부지원액/월126천원

본인부담금/월 14천원

정부지원액/월14~18천원

본인부담금/월 20~60천원

정부지원액/월112~126천원

본인부담금/월 14~ 28천원

ㆍ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24시간)

  정부지원금 336,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ㆍ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24시간)

  정부지원금 315,840원, 본인부담금 20,160원

ㆍ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27시간)

  정부지원금 366,660원, 본인부담금 11,340원

ㆍ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27시간)

  정부지원금 355,320원, 본인부담금 22,680원

없음

없음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12개월

6개월

12개월

10개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기관

사업내용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62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가정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봉사 등 10개 단위사업

분야에서 법률상담,영어회화교실, 서예교실, 방문진료

등 90여개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 소 전 화 운영내용

033-762-8131

033-732-4006

033-731-1121

033-766-4933

가정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결연 및 후원사업

무료급식, 연탄나눔, 지역복지,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복지사업과 후원사업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83

정신재활시설 운영

ㆍ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로 217-19

ㆍ내용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

          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

          서비스 제공

ㆍ정원 : 남성 9명 이하

구 분 입소대상 지원내용

별자리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ㆍ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우선 선정

ㆍ만 19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

  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 등 만성정신질환자로서 사회

  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

  려가 적은 자 

맞
춤

형
 복

지

(소득기준 없음)

ㆍ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중1~3급 장애인

ㆍ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ㆍ희귀난치성질환자

ㆍ소년소녀가장

ㆍ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 동거 가족

  이 없는 경우

ㆍ조손가정

임신 8주 이상 출산 전 여성

(연령무관)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만60세 이상

지체ㆍ뇌병변 등록장애인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제외)

만18세 이하

(고등학생 이하)

만7세~만15세 이하

(초등~중학생 이하)

만7세~만12세 이하

(초등학생)

만18세 이상

만18세 이상

만0세~만6세 이하 영유아

5회(5년)

1회(10개월)

불가

 1회(1년)

12개월

불가

불가

-

-

5회(6개월)
※ 둘째아
이상 해당

강원 행복한 아동ㆍ청

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

함양 지원서비스

강원 행복한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

원주기초푸드뱅크 ☏033-747-1347

원주영강기초푸드뱅크 ☏033-734-6552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탁

받아 사회복지시설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식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직접배부

원주시 푸드마켓 ☏033-747-1347

이용자가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 방문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이용자 방문(월 1회/최대 5품목 선택 5~7만원)

이 용 자

이용방법

육판길 1(태장동)

봉산로 103(봉산동)

일산로 81-2(원동)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예술관길 25 (명륜동,
명륜2단지아파트)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선정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지원대상

ㆍ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ㆍ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ㆍ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급여종류

ㆍ시설급여비용 : 등급별 1일 59,170~69,150원

본인부담금20%+식사재료비+공단부담금

ㆍ재가급여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ㆍ재가급여 : 5종(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급여비용

경로장애인과    033-737-2702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033-749-9251 

문의

선정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250,000원지원금액

ㆍ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ㆍ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http://online.bokjiro.go.kr

신청방법

경로장애인과    033-737-2684문의

당해 만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직계 존비속

※3대 이상 구성 및 3년 이상 원주시에 실제 거주 가정

지원대상

연 20만원(분기별 50천 원)지원금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방법

경로장애인과    033-737-2681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절차

노인

기초연금

효행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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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장기요양

인정신청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1~5등급) 결과 통지

신청인

희망급여 이용



ㆍ지원대상 :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주 5회 이상 제공)
ㆍ운영기관 : 6개소

무료 경로식당 운영

ㆍ공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ㆍ시장형, 인력파견형 :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지원대상

ㆍ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매년 전수조사 실시)

ㆍ지원내용 : 가정 방문 및 안부전화, 생활상태 점검, 연락체계 구축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ㆍ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 및 중위소득 160%이하 만 65세 이상

ㆍ본인부담금 : 월 27시간(월 73천원), 월 36시간(월 97천원)

ㆍ지원내용 : 신변, 활동지원, 가사 일상생활지원 등

ㆍ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장애인과    033-737-2685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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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노인돌봄서비스

ㆍ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법적 차상위 노인(주 1~5회 이상 제공)

ㆍ운영기관 : 9개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구분

공익형 월 27만원
9개월,

12개월

시장형 연중

연중

일 3시간

월 30시간

일 최대8시간

근로기준법준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기준
인력

파견형

참여기간 근무시간 급여 사업내용

맞
춤

형
 복

지

문의 경로장애인과    033-737-2682

원주시니어클럽    033-764-1136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033-766-0681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033-742-5843

수행기관

경로장애인과    033-737-2682 

문의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육판길1 (태장동)

예술관길 31(명륜동)

봉산로103 (봉산동)

십시일반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교회

원일로 250 (학성동)

일산로 81-2(일산동)

라옹정길 59(관설동)

동부순환로9-6(단구동)

원문로 175(단계동)

문막읍 덕난이길 8

호저면 칠봉로 6-6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문막드림교회

성공회원주노인복지센터

육판길 1(태장동)

예술관길 25

봉산로103(봉산동)

일산로 81-2(명륜동)

갈머리2길 31(학성동)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한원주노인복지센터

033-732-4006

033-762-1999

033-744-6618

033-766-4933

033-744-0963

033-766-0602

033-735-0008

033-734-4832

033-732-9123

033-732-4006

033-762-8131

033-744-6617

033-742-8982

033-766-4933

033-766-9161

무료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ㆍ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

  하는 봉사활동

ㆍ거리환경지킴이, 공공시설지원봉사,

   노-노케어, 교육시설봉사 등

ㆍ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

  가 사업 수익으로 운영 

ㆍ시니어탁구클럽, 동네방앗간, 떡카페

  청춘, 동네미용실 등

ㆍ수요처의 요구와 관련된 업무 능력

  이 있는 어르신 연계

ㆍ노인인력뱅크  



지원대상지원대상

ㆍ독거노인

ㆍ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

  황 발생 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ㆍ가스·화재감지기를 통해 위급상황 발생시 119 자동신고

ㆍ활동감지기를 통해 활동 여부를 주시하여 고독사 예방

ㆍ주기적인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대상자 안전 확인

지원내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방법

문의

ㆍ은둔형 고독사위험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이외에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ㆍ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ADL) 제한

    으로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독거노인

ㆍ우울형 자살위험군

  -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

    노인

독거노인에게 최소한 1명의 친구 연계 및 우울증 완화를 위한 투약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룹별 건강·여가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방문신청

신청방법

경로장애인과    033-737-2684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033-766-060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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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노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 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ㆍ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독거ㆍ취약가구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ㆍ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

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

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1ㆍ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경로장애인과    033-737-2684

1

2

3

1

2

3



ㆍ노인복지관

□경로장애인과    033-737-2702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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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복지시설 운영

노인

시설명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남부시장 노인문화센터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소재지

동부순환로 9-6(단구동)

치악로 1803(명륜동)

북원상가길 13(태장동)

전화번호

033-766-0601

033-766-0681

033-734-0671

운영주체

학교법인

상지학원

시설 종류
원문로 294(단계동)

행구덕현길 108(행구동)

귀래면 용암동막길 295

개륜1길 63(봉산동)

판부면 치악로 1139

남원로 631(명륜동)

천사로 200(일산동)

문막읍 원양1로 91-38

태장둔치길 143-3(태장동)

고문골길 77-6(행구동)

갈촌길 86(관설동)

소초면 둔둔로 94

지정면 지정로 739

남산로 180(학성동)

북원로 2587(우산동)

평원안길 38(평원동)

평원로 33(중앙동)

원일로 173(학성동)

일산초교길 14-18(일산동)

귀래면 부귀로 1573

소초면 둔둔로 181

판부면 서곡널다리길 39

섭재삼보길 89 (관설동)

평원로 5(중앙동)

무실로 43(원동)

평원로 100(학성동)

송림길 18(개운동,이티센터 3~4층)

남산로 180 (학성동,대성빌딩 5층)

평원안길 38(평원동)

서원대로 190(단계동,신진빌딩 4~6층)

시청로 30(무실동,메트로프라자 5~7층)

원일로 176-1(학성동)

문막읍 귀문로 1380

입춘내길 52-8(반곡동)

귀래면 미륵산길 384-5

남산로 180(학성동,대성703호)

소초면 간촌길 130

행구로 287, 101동 105호(행구동,건영아파트)

솔우물2길 37-1(무실동)

흥업면 사제로 409-6

나비허리길 169(관설동)

호저면 매호로 87-12

호저면 옥산리 579번지 3호

호저면 대덕길 17

소초면 둔둔로 217-21

소초면 현촌길 65

033-743-5411

033-747-8080

033-765-9455

033-747-8555

033-762-0156

033-765-5001

033-743-0011

033-733-0020

033-733-4141

033-745-9179

033-762-7040

033-732-4525

033-732-6196

033-742-0993

033-748-7223

033-742-0513

033-735-1600

033-745-1221

033-733-0016

033-747-0031

033-746-5330

033-765-7862

033-766-2107

033-761-2511

033-763-0767

033-745-1221

033-762-1357

033-732-6080

033-742-0513

033-742-3566

033-735-3275

033-747-6701

033-732-7689

033-747-6064

033-764-3594

033-761-9710

033-747-4777

033-747-3585

033-747-7399

033-764-3399

033-765-6991

033-731-7123

033-732-3316

033-733-2456

033-746-1127 

033-732-0697

시설명
노인요양원 사랑의집

상애노인전문요양원

원주제일전문요양원

천사노인요양원

원주실버요양원

연세요양센터

다현요양센터

정토마을

가온요양원

성문노인전문요양원

행복의 집

노인요양원 축복의집

평심원

사랑복지센터

원주노인보금자리2

예담요양시설

동순요양원

부승노인전문요양원

연세로얄요양원

통나무집요양원

효다함요양원

행복둥지

노인요양센터산고대

노인요양시설 상지

다사랑요양원

부승노인전문요양원(본점)

소담요양원

연세동심요양원

예담요양시설

예일요양원

원주사랑마루

원주요양원

성가정요양원

예사랑원

자연숲요양원

하늘손요양원

신선원 행복가정

사랑나눔의집

선

연세실버홈

원주실버요양타운

원주소망요양원

참좋은요양원

더드림공동생활가정

별자리요양원 

평화의집

노인요양시설(3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14)

ㆍ노인교실

시설명 주관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원주노인대학

문막노인대학

원주노인복지체육대학

(사)한국복지정보협의회 원주지회

은빛노인대학

늘푸른 노인교실

삼천노인대학

영생노인대학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노인복지체육대학

(사)한국복지정보협의회 원주지회

학성감리교회

중부교회

삼천교회

영강교회

옛시청길 11(일산동)

문막읍 문막시장1길 25

판부면 치악로 1139

가매기길 17-2(태장동)

원문로 235(단계동)

북원로 2115(무실동)

봉화로 45(단계동)

행구로 215(행구동)

033-742-5843

033-734-7045

033-762-0188

033-747-5501

033-742-2838

033-744-2761

033-745-3001

033-761-1120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한원주노인복지센터

원주노인복지센터

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

성공회원주노인복지센터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문막노인복지센터

경성재가복지센터

상지종합복지센터

상애주야간보호센터

원주실버데이케어센터

A+원주한결노인복지센터

은빛재가복지센터

예술관길 31(명륜동,  명륜2단지아파트)

갈머리2길 31(학성동)

동부순환로 9-6(단구동)

봉산로 103(봉산동)

호저면 칠봉로 6-6

태장둔치길 143-3(태장동)

문막읍 원양1로 91-38

라옹정길 51-6, 2층(관설동)

평원로 5(중앙동)

행구덕현길 108(행구동)

늘품로 168(단구동, 현대빌딩 2∼3층)

평원로 33(중앙동, 중앙메디컬빌딩 8층)

양지로 68(반곡동, 피카소빌딩 4층)

033-762-6133

033-747-0963

033-766-0604

033-746-3473

033-732-9122

033-733-4747

033-733-0020

033-765-0255

033-761-2711

033-747-8082

033-743-8899

033-747-1333

033-744-6080

노인주거복지시설

033-747-8080

033-747-4777

033-746-8700

033-735-5224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행구덕현길 108(행구동)

소초면 간촌길 130

개륜1길 63(봉산동)

개륜1길 65(봉산동)

상애원

돌나라신선원

안나의 집

모니카의집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현황

ㆍ운영주체 : 상지영서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ㆍ소 재 지 : 원주시 서원대로 383(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사업현황

ㆍ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발굴 등 취업 연계 활동

ㆍ구직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ㆍ집단상담프로그램

ㆍ직업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사업

ㆍ인턴십 지원(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

신청방법

여성가족과    033-737-2735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748-313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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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 여성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033-737-2744

구분 시설명 소재지 비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기여성상담, 긴급전화,

관련기관 연계

가정폭력피해자ㆍ및 동반

아동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등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관련 업무 전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및 법률상담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366(국번없이)

1366(국번없이)

1366(국번없이)

1366(국번없이)

원주시 봉산로 1
(봉산동) ☏112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원주시청 9층
☏033-748-0763

원주시 갈머리2길31
(학성동)사회복지센터 301호 
☏033-765-1366

상담시설
원주가정폭력ㆍ

성폭력 통합상담소

아름다운 집

파라밀쉼터

마야의 집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여성 1366

(24시간 여성

상담전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주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원주시

여성복지

시설

여성복지

시설

기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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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母(父)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 중 중위

소득 52%이하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ㆍ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ㆍ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3-737-2742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2%)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가구유형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고교학비

학습지원비

교복비

생활지원금

난방연료비

추가 아동양육비

월 200천원

연 100천원

387,850원(1회, 3월 지급)

300천원(10월, 1회 지급)

월 50천원 추가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20%
(나머지 80%는 교육청 지원)

1,500천원(장학금수혜여부 무관
/3월, 1회 지급)

만18세미만 아동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학신입생

가구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지원대상 무주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원주시가족센터 방문 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3-737-2742

원주시가족센터    033-764-86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ㆍ임대보증금 정부 지원(700만원 이내)

ㆍ입주자부담금 70만원(퇴거 시 전액 환급), 월 임차료(10만원 이내)

ㆍ자립지원에 따른 자조모임, 취업상담 및 연계, 관리비 및 공과금 등

ㆍ임대주택 : 태장백운2차아파트(14평/17평형)/6년(2년마다 입주자격 등 심사)

문의 여성가족과    033-737-2742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지원구분 지원액지급시기 지원대상 지원방법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월 35만원

연 154만원
등록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재학 중인 학교
계좌입금

미혼모부자∙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 52% 초과~60% 이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학업·직업
훈련·취업활동 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만원

실비

매월

수시

분기별

매월

고교생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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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장애인

사업명

ㆍ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ㆍ셔틀 운행

ㆍ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청 ☏033-766-5990

ㆍ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

  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ㆍ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ㆍ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ㆍ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ㆍ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ㆍ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ㆍ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ㆍ활동비용: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지원

ㆍ기초 및 차상위: 1인당 월 4만원

ㆍ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2만원

ㆍ기초 중증: 1인당 월 20만원

ㆍ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5만원

ㆍ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만원

ㆍ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 7만원

ㆍ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 2만원

지원대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033-737-271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ㆍ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ㆍ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ㆍ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ㆍ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

  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ㆍ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

  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

지원내용

ㆍ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ㆍ상담 시 공단지사 협조

ㆍ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ㆍ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

ㆍ국민연금공단으로 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ㆍ자문회의 개회 및

  장애심사,등급결정

ㆍ자료보완, 진단, 심사

ㆍ심사결과 통보

경로장애인과    033-737-2717

국민연금공단

ㆍ심사결과 확인 

ㆍ장애인등록

ㆍ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ㆍ민원상담

ㆍ사후관리

시청

ㆍ기준비용 내에서 지원

  (추가적 검사비용 자부담)

ㆍ기준비용 : 지적/자폐/정신(4만원),

  기타(1만5천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미지원

ㆍ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10만원 내

  ※ 직권 재진단 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 내 지원(진단비, 검사비 지원)

  ※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심사결과 ‘등급외’ 결정 : 지원금 미환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지원

장애인 복지 사업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ㆍ10부제 적용 제외 

ㆍ조례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 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

    급되며, 장애인의 경우에 따라 본인용, 보호자

    용 표지의 효력을 인정

기초급여
250,000

-
최고 

250,000
-

최고
250,000

-

부가급여
80,000
330,000

70,000

40,000

계
330,000
330,000

40,000

18~64세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구분

기초

차상위

차상위
초과

연금 = 기초급여+부가급여 (매월, 단위 : 원)

18~64세

18~64세

320,000

270,000

70,000

20,000

ㆍ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포함)

ㆍ등록장애인

ㆍ등록장애인

ㆍ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지원

ㆍ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ㆍ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와

      법원에서 판단한 경우

ㆍ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장애등급 3~6급인자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ㆍ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3급장애+추가장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ㆍ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ㆍ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ㆍ부부동시수급가구는 급여에서 20% 감액지급

ㆍ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의 만 18세

   미만

ㆍ중증장애인: 장애등급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ㆍ경증장애인: 장애등급3~6급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해당 장애인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033-737-271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033-737-2712

ㆍ재가장애인 낮 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

  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언어발달 지원

033-737-271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033-737-2713

경증장애수당 

033-737-2713

장애아동수당

033-737-2713

장애인연금

033-737-271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033-737-2714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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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전화번호

장애인 시설 운영

사업명

ㆍ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

  기, 취업안내 등(이용요금：실비)

ㆍ문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 02-950-0114

ㆍ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및 출장수화통역

ㆍ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ㆍ문의: 한국농아인협회 ☎ 02-871-4857

지원대상

장애인

심부름센터

033-737-2716

지원내용

ㆍ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ㆍ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ㆍ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ㆍ심장장애인

ㆍ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ㆍ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ㆍ병변장애인

ㆍ음식(음료)섭취용 보조기기 등 : 1~3급 지체ㆍ뇌병변장애인

ㆍ기립훈련기 : 1~3급 지체ㆍ뇌병변장애인

ㆍ목욕의자 : 지체ㆍ뇌병변장애인

ㆍ휴대용경사로 : 지체ㆍ뇌병변장애인

ㆍ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장애인

ㆍ장애인용의복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장애인

ㆍ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장애인

ㆍ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ㆍ뇌병변장애인

ㆍ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ㆍ뇌병변장애인

ㆍ대화용장치 : 뇌병변ㆍ발달ㆍ청각ㆍ언어장애인

ㆍ등록장애인

ㆍ청각·언어장애인

ㆍ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

  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ㆍ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ㆍ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용도 불가

ㆍ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ㆍ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ㆍ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화통역 센터

033-737-2716

시청각 장애인용

 TV 지원

033-737-2717

ㆍ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지원

ㆍ시청자미디어재단(tv.kcmf.or.kr)에서 신청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033-737-2717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033-737-271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33-737-2717

장애인

의료비 지원

033-737-2717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무료지원

033-737-2717

ㆍ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ㆍ시청각 장애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보급)

ㆍ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ㆍ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무보증대출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

                              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보증인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ㆍ대여이자 : 최고 3%

ㆍ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 생활시설

해마루장애인단기보호소

꿈꾸는나무단기보호소

천사들의집

두울 천사들의집

애네아의집

갈거리사랑촌 베닉노의집

장주기요셉재활원

한울타리

분도의집

예샘의집

마가렛홈

게일홈

민들레집

작은집

블레싱홈

새동네1길 68-5(태장동)

치악로1534번길 14-3(단구동)

개륜1길 63(봉산동)

개륜1길 63(봉산동)

덕성길 22(행구동)

흥업면 대안로 738

호저면 광학로 89

지정면 지정로 793

행구로 102, 104동 102호(봉산동,동신A)

행구로 102, 104동 101호(봉산동,동신A트)

천사로 130, 101동 105호(일산동,신진빌라)

남산로 103, 3동 207호(일산동,우보삼성A)

새동네4길 30(태장1동)

새동네4길 30(태장1동)

소초면 둔둔로 94

033-766-1709

033-766-1722

033-731-1004

033-743-1004

033-747-8150

033-763-1370

033-731-7857

033-732-6510

033-742-8606

033-748-1008

033-742-6687

033-743-9891

033-748-5985

033-747-0908

033-732-7671

소재지 문의

경로장애인과

033-737-2712

경로장애인과

033-737-2713

경로장애인과

 033-737-2717

장애인거주시설(아동)

중증장애인거주시설(아동)

중증장애인거주시설(성인)

장애인거주시설(성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설구분

시설명 전화번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행복공감

마가렛직업재활원

포도마을장애인보호작업장

일과 사랑

보성엔티

호저면 광학로 89

개륜1길 61(봉산동)

동부순환로 9-8(단구동)

반곡길 155(반곡동)

지정면 지정로 785

호저면 원문로 680-2

태장공단길 38(태장2동)

033-731-7863

070-8255-0614

033-766-5997

033-745-5552

033-813-0077

033-731-5340

033-734-6161

소재지 문의

경로장애인과

033-737-2716

보호작업장

시설구분

근로사업장

시설명 전화번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천사장애인주간보호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소

사랑뜰주간보호소

꿈꾸는나무주간보호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원주수어통역센터

개륜1길 63(봉산동)

동부순환로 9-8(단구동)

라옹정길 20-1(관설동)

치악로1534번길 14-3(단구동)

동부순환로 9-8(단구동)

갈머리2길 31, 103호(학성동)

중앙로 168(학성동)

033-742-8119

033-766-5996

033-766-1133

033-766-1488

033-766-5990

033-762-2771

033-743-3913

소재지 문의

경로장애인과

033-737-271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구분

경로장애인과

033-737-2716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지원대상

ㆍ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ㆍ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ㆍ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ㆍ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등록장애인

ㆍ소득기준과 무관(단,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ㆍ만 65세 도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장

  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이용

ㆍ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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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경로장애인과    033-737-2712

사업명 선발기준 지원내용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소득유형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경로장애인과    033-737-2712

ㆍ제공기관 확인 :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시민복지/장애인
ㆍ재활치료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물리치료, 작업치료 제공불가)
ㆍ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경로장애인과    033-737-2713

제공기관
서비스내용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비스단가(본인부담금)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지역자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랑복지센터

연세재가복지센터

동부순환로 9-8(단구동)

치악로 1735번길 10(개운동)

무실로 195(명륜동)

남산로 180(학성동)

흥업면 남원로 72

ㆍ활동보조: 12,960원
  (심야 및 휴일 : 19,440원)
ㆍ방문목욕: 72,540원
  (가구 내 65,410원)
ㆍ방문간호: 35,230~53,170원
ㆍ소득수준 및 지원급여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기본급여 최대 113,500원)

033-766-5503

033-744-1552

033-761-7755

033-742-0993

033-766-9988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차상위계층 (가형)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나형)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라형)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마형)

총 구매력

월 22만원

월 22만원

월 22만원

월 22만원

월 22만원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원

월 20만원

월  18만원

월  16만원

월  14만원

면 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ㆍ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12개월) 

ㆍ근무시간 :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ㆍ급여 : 1인 월 468천원/월(4대보험 본인 포함) 

ㆍ사업내용 : 환경정비, 사무보조

등록장애인 중 참여자 선발기준표 적용

ㆍ사업수행 가능하다 판단(인정)되는 자

ㆍ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장애인종합복지관 033-766-5990

등록장애인 중 참여자 선발기준표 적용

ㆍ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으로 선발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경로장애인과 방문신청  033-737-2712

시각장애인중 시ㆍ도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서 미취업자

대한안마사협회 ☎033-742-2775

등록장애인 중 참여자 선발기준표 적용

ㆍ사업수행 가능하다 판단(인정)되는 자

ㆍ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장애인종합복지관 ☎033-766-5990

ㆍ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12개월) 

ㆍ근무시간 : 월~금요일(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ㆍ급여 : 일반형 1인 월 1,746천원/ 시간제 1인 월 873천원 

        (4대보험 본인 포함)

ㆍ사업내용 : 행정업무 보조  

ㆍ사업기간 : 2019.1월 ~ 12월(12개월) 

ㆍ근무시간 : 월~금요일(주5일), 1일 5시간 

ㆍ급여 : 1인 1,114천원/월(4대 보험 본인 포함) 

ㆍ사업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노인에게 안마서비스제공 

ㆍ사업기간 : 2019.1월 ~ 12월(12개월) 

ㆍ근무시간 : 월~금요일(주5일), 1일 5시간 

ㆍ급여 : 1인 1,114천원/월(4대 보험 본인 포함) 

ㆍ사업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노인에게 안마서비스제공

복지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장애인세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내용

매월 13만원 지원

ㆍ후원참여 홈페이지 http://happy1004.co.kr/

ㆍ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요금결제 

ㆍARS 후원    060-707-1414 (1통화 1,000원 후원)

ㆍ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예금주: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천사운동)

천사후원 신청방법

복지정책과    033-737-2622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033-733-1004

문의

맞
춤

형
 복

지

통합사례관리 사업

희망
원주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212-01-037971

793-910007-78305

420-22-01526-0

626-10-014926

200212-01-011481

140-006-606786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303801-04-041538

4318-09-002576-3

128-052821-04-017

1005-900-899047

131-002-195562

131-013-458887

지원대상

ㆍ원주시민

ㆍ중점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특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 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복지·보건·고용·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

지원내용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602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605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ㆍ일     시 : 월~금 09:00~18:00 / 원주시청 1층 

ㆍ운영방법 : 전화, 면접, 기관방문, 가정방문 상담 등  

ㆍ업무내용 :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법률홈닥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신청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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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
춤

형
 복

지
희망
원주

긴급지원 사업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

지원내용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지원

선정기준

ㆍ소     득 :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ㆍ재     산 : 11,8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623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ㆍ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ㆍ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ㆍ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화재피해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603

ㆍ의료비 : 최대 300만원(만성질환 지원 불가) /

            입원 시 신청하고 입원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경우에 따라 간병비 지원

ㆍ생계비 : 체납, 실직 등 위기가구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불가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1인:34만원, 2인:58만원, 3인:76만원, 4인:93만원,

             5인이상:100만원)

ㆍ화재피해 지원 : 전소 300만원 이내 /

                     반소 150만원 /

                     부분소 100만원 이내



ㆍ향토학사 운영

ㆍ인재육성기금운용

ㆍ시민 교육강좌 운영

ㆍ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

ㆍ행복육아 아카데미 운영

ㆍ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ㆍ뛰뛰빵빵! 찾아가는 청년 희망드림 버스

ㆍ취업박람회(해피데이) 운영

ㆍ취업관련 기획특강 운영

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ㆍ디딤돌 청년 창업지원

ㆍ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ㆍ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ㆍ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ㆍ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ㆍ귀농귀촌 교육 지원

ㆍ미래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반구축

ㆍ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ㆍ치매안심센터 운영

ㆍ예방접종(성인, 어르신)

ㆍ감염병 관리

ㆍ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ㆍ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ㆍ국가암검진

ㆍ건강증진

ㆍ의료비 지원

교육

일자리지원

귀농귀촌

보건소

기타지원04

기
타

지
원



기
타

지
원

ㆍ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원주시 주소를 두고

ㆍ춘천시 소재 대학(초급대학 포함)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ㆍ1가구 1인만 입사 가능(1년 입사)

ㆍ성적 70%, 재산 15%, 졸업 고등학교 소재별 5%, 원주시 거주기간 10%

ㆍ국가유공자, 농민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총 배점의 10%내 가산점 부여(중복 미적용)

20명 내외(입사시설: 춘천 강원대학교 내)

향토학사 운영

교육

지원대상

선발기준

선발인원 및 입사기간

78/79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매년 1월)

문의 자치행정과    033-737-2262

인재육성기금운용

지원대상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내용

ㆍ지원금액 : 1인당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400만원 장학금

ㆍ선발인원 : 20명(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매년 5월 ~ 6월)

문의 자치행정과    033-737-2262

■ 원주시 교육강좌 예약사이트 운영 ☞ http://yeyak.wonju.go.kr/

시민 교육강좌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 : 방문 신청(사전 문의 필수)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행정구역

문막읍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봉산동

행구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문막읍 문막시장1길 26

귀래면 북원로 106,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흥업면 울업1길 3,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관설동 치악로 1503,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2층

행구로 40,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2층

남원로 653,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황소마을길 30,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단구동 551, 통일A 내 치악회관

천사로 159,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학성길 116,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북원로 2321,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2층

진광길 9,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

치악로 1945,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치악로 1868,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행구로 250,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3층

만대공원길 14-10,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2층

입춘로 5,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3층

033-745-8550

033-762-5496

033-761-9481

033-761-8854

033-764-1230

033-737-5757

033-737-5359

033-764-2615

033-735-411 1

033-737-5517

033-731- 1 10 1

070-7344-6681

033-737-5844

033-744-6868

033-734-3663

033-744-2624

033-737-5924

위치 연락처



기
타

지
원

원주시민

경제·가정·문화·여성·건강·혁신 등 사회 전반 저명 강사 초청 강연

연번

1

2

3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

교육

지원대상

운영내용

2019년 운영일정

80/81

신청방법 무료 입장(백운아트홀)

문의 총무과    033-737-2216

행복육아 아카데미 운영

지원대상 원주시민(주 대상: 학부모)

운영내용 육아, 자녀교육 분야 강사 초청 강연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확인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306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회차

제95회

제96회

제97회

일시

3.07.(목) 17:00

4.11.(목) 17:00

5.09.(목) 17:00

연번

4

5

6

회차

제98회

제99회

제100회

일시

7.11.(목) 17:00

9.26.(목) 17:00

11.14.(목) 17:00

2019년 운영일정

무료 입장(백운아트홀)

일자리
지원

관내 5개 대학(교)의 총(학)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창업보육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회원 10인 이상의 창업동아리

우수 동아리 3팀 선정 / 4~6백만 원 차등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매년 4월)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9

뛰뛰빵빵! 찾아가는 청년 희망드림 버스

지원대상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

지원내용

기업탐방, 현장면접, 취업컨설팅, 채용 등

신청방법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2

방문, 팩스(033-737-4813), 메일(pey1577@korea.kr) 신청



취업박람회(해피데이) 운영

일자리
지원

매월 10, 25일 14시~16시(월 2회) / 시청 다목적홀(지하 1층)

ㆍ구인ㆍ구직 현장면접 및 채용

ㆍ취업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직업심리 상담 등

ㆍ우수 인재 채용 기회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운영일시

운영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2

지원대상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

지원내용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교육 및 외부 강사 초빙 기획특강

신청방법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6

팩스(033-737-4813) 또는 메일(ysg07218@korea.kr) 신청

기
타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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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ㆍ운영기간 : 연중 

ㆍ장     소 :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원주시 서원대로 383, 2층) 

ㆍ참여기관

  - (고용)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원주고용센터,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주지부(비상주), 노사발전 재단 강원센터(비상주)

  - (복지) 원주시 복지지원팀

  - (기타) 삼성 미소금융 원주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한국 폴리텍대학교 원주캠퍼스(비상주) 

운영내용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42

원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3-737-2842~3

취업관련 기획특강 운영

지원내용

복지ㆍ취업지원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유관기관 연계



디딤돌 청년 창업지원

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 창업자 10명(팀)

ㆍ1명(팀)당 15백만 원

ㆍ점포 인테리어 비용, 장비 임차 또는 리스비용, 창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컨

   설팅비 지원

ㆍ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분야 아이템으로 점포형태의 예비 청년창업자(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매년 3월)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2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며,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참여사업 : 3개 사업(행정자료전산화, 행정서비스지원, 환경정화)

・ 모집기간 : 1단계(전년도 12월 중) / 2단계(6월 중)

・ 문     의 :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6 기
타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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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만 65세 이하인 농촌으로 이주한 농업 종사자지원대상

문의 농정과    033-737-4115

지원내용 금융자금 100% 지원(금융기관:농협)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며,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참여사업 : 공원가꾸기 등 4개 사업

・ 모집기간 : 1차(1월 중) / 2차(6월 중)

・ 문     의 :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귀농
귀촌

ㆍ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ㆍ유통가공시설 신축ㆍ구입(최대 3억)

ㆍ주택구입 : 주택신축 및 보수(최대 75백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농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45세 이하 귀농인

지원대상

문의 농정과    033-737-4115

지원내용

농업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비 등 정착 소요 비용 지원

(영농경력에 따른 차등지원)

* 매월 1년차 800천 원, 2년차 500천 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본인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영농

경영 3년 이하이며, 병역을 마친 자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지원대상

문의 농정과 033-737-4115

지원내용 영농정착금지원

귀농
귀촌

신청방법 방문 신청

귀농ㆍ귀촌 교육 지원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지원대상

문의 농촌자원과     033-737-4155

지원내용 신규농업인(귀농인)교육 및 귀농인(선도농가) 현장실습

신청방법 방문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

기
타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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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

지원대상

문의

농촌자원과    033-737-4156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기반시설 및 농산물 포장재 제작 등 농업기반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제출(시 홈페이지 공고)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세대주 중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는 자(단, 병역 관련해서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가능)

지원대상

문의 농정과    033-737-4130

지원내용

귀농인 이사 관련 비용지원

※ 사업량 : 5가구, 사업비: 10백만 원(가구 당 2백만 원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ㆍ지급방법 : 농협직불카드 발급(바우처 방식)

ㆍ집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ㆍ지원내용 : 농가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영농경력에 따른 차등지원)

              * 독립 1년차 1,000천 원, 2년차 900천 원, 3년차 800천 원

 ※ 농가경영비 및 가계자금으로 사용하되 농지ㆍ농기계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와 국고보조금 카드사용 불가업소는 사용 제한

미래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반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 보건사업과    033-737-4542, 4490

보건소
기

타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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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 상 자 :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ㆍ검진절차 및 비용

  - 1단계(선별검사) : 간이정신상태 검사(치매안심센터, 무료)

  - 2단계(정밀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치매안심센터, 무료)

  - 3단계(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CT 두부 MRI) 검진(협력병원, 지원한도 내

                         실비 지원)

ㆍ대 상 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ㆍ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G30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ㆍ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ㆍ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36만원)범위 내 실비 지원

ㆍ대 상 자 :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ㆍ지원내용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 지원

  - 치매환자 쉼터(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지원(가족교실, 자조모임 지원, 가족카페

    운영)

  - 치매환자 조호용품 지원(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등)

  - 실종예방관리(지문사전등록, 배회어르신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기 신청 등)

  - 치매인식개선·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 교실 운영 

  -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가족 지원

·

지역사회

치매예방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치매조기검진

지원내용사업명

감염병관리

□의료지원과    033-737-4071

ㆍB형간염 : 0, 1, 6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

              만11세 미만(2,000원), 만11세 이

              상(3,500원) 

ㆍ장티푸스 : 기본접종 1회, 필요시 3년마다

               추가접종(무료)

ㆍ신증후군출혈열 : 0, 1, 13개월 일정으로 3

                       회 접종(무료)

ㆍ인플루엔자(취약계층 : 매년 1회 접종(무료)

ㆍ폐렴구균(PPSV) : 1회/보건기관 접종

ㆍ인플루엔자 : 매년 1회 보건기관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

성인

예방접종

지원대상구분

ㆍB형간염 : 6개월 이내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자

ㆍ장티푸스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자

               (만 5세 이상)

ㆍ신증후군출혈열 : 군인 및 농부 등 노출 위험이 있는 자

ㆍ인플루엔자(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진폐환자 및 배우자/ 원주시민

ㆍ만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내용

예방접종(성인, 어르신)

□ 보건사업과    033-737-4065

ㆍ역학조사반 운영

ㆍ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 구성 : 병의원, 약국, 유관(단체)기관, 보건교사 등

ㆍ보균자 찾기 사업 : 장티푸스

ㆍ기간 : 5월 ~ 9월 말

ㆍ방역소독반 운영(14개권역) 

ㆍ주민자율방역 활동 지원(방역장비 대여, 방역약품 지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ㆍ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ㆍ절차 : 생계비 지원신청(전년도 11-12월) → 대상자 선정 및 지급(1월 중)

ㆍ지원 : 생계비 월별 지급(년 1,906천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

ㆍ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 

ㆍ지원 : 위로지원금 월별 지급(월 150천원)

에이즈 검사 및 예방사업

ㆍ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익명검사 가능(비밀보장)

ㆍ검사 : 2층 임상병리실(검사비용 : 무료)

ㆍ검사방법 : 정맥 채혈(결과확인 : 5일 소요)

ㆍ보건사업과 검사관리팀 연락처 ☏033-737-5279

AIDS 관련기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ㆍ결핵관리과 ☏043-719-7331~2

대한에이즈예방협회 ☏02-861-4114(에이즈 상담 ☏1599-8105)

한국 에이즈 퇴치연맹 ☏02-27-4071(외국인 상담 ☏02-927-4322)

구세군유지재단법인 보건사업부 ☏02-364-4085(상담 ☏02-6364-4084)

한국카톨릭 레드리본 ☏02-53-2037~8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ㆍ지원대상

 - 다제내성결핵(광범위성결핵)환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 비순응자

ㆍ지원내용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및 식비 등 포함)

  ※ 부양가족생계비의 경우 환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ㆍ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ㆍ지원내용 :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 및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검사) 비용지원

ㆍ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사 후 검사비용 대신 TB수첩(쿠폰) 제출

에이즈관리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사업

지원내용사업명

한센병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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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대상 : 조현병, 조울증, 조기정신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자, 지역주민

ㆍ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보건소 4층 / http://loveme.yonsei.kr)

ㆍ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등

ㆍ생명사랑 위기상담전화 운영 : 일반전화 ☏1577-0199  보건복지콜센터 ☏129

ㆍ문     의 : ☏033-746-0918 / 033-737-4083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ㆍ지원대상 : 원주시민

ㆍ영양상담 : 영양상담실(보건소 3층) 운영

ㆍ생애주기별 영양교육 : 영유아아동 및 청소년/성인 및 어르신 영양교육

ㆍ영양캠페인 : 체지방측정을 통한 개별 영양상담/주제별 영양정보 식단전시

ㆍ식단제공 :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월별 식단 홈페이지 게재(월 1회)

ㆍ상설식단전시 : 월별 주제 선정(당뇨식단, 고혈압 식단 등) 식단 모형 전시

ㆍ교육자료 대여 : 영양/비만 패널 및 비만예방, 식생활개선 관련 DVD대여(대상:관내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ㆍ지원대상(아래 3가지 모두 해당)

   - 관내 임산부·출산부 만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 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ㆍ지원내용 : 모유수유방법, 임산부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ㆍ보충식품비 비용 :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충식품비 10%를 매월 자부담(월1회)

ㆍ비용 면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증명 확인 대상자

ㆍ 지원대상 : 원주시민

ㆍ 지원내용

   - 생애주기(어린이,성인,노인) 신체활동교육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사업장 , 학교 등

   - 비만운동실: 비만여성 대상 신체활동 교육

   - 체지방측정을 통한 개별 영양상담/주제별 영양정보 식단전시

   - 농촌지역 신체활동 프로그램

ㆍ지원대상 : 원주시민

ㆍ지원내용 :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지원 및 행동요법 지도,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연중 무료 /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 금연 희망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이동클리닉 운영가능

ㆍ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1 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 차상위 계층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 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ㆍ대상가구를 고위험 정도에 따라서 관리군을 분류하여 방문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ㆍ지원대상 : 원주시민

ㆍ지원내용

   - 기초건강검사 및 상담(혈압, 혈당, 혈중지질성분, 체성분검사)

   - 대사증후군 예방교육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

   - 대상자별 관리군 분류에 따른 단계별 계획수립(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 환자조기발견(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금연사업

033-737-4054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033-737-4059

영양사업

033-737-4059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분야

운동사업

033-737-4053

재활보건

033-737-405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ㆍ지원대상 : 중독질환자

ㆍ운영기간 : 평일 9:00 ~ 18:00(http://www.alja.or.kr/)

ㆍ사업내용 : 중독문제(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중독자조모임, 주간·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중독폐해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관련 유관기관 연계·의뢰

ㆍ문     의 : ☏033-737-4083 (건강증진과)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ㆍ지원대상 : 원주시민

ㆍ사업내용

    - 기초건강검사(혈압, 혈중지질, 당화혈색소, 체성분, 체력측정) 및 상담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상담

    - 운동 및 영양 프로그램 및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ㆍ문     의 : ☏033-737-5205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 

ㆍ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

ㆍ검진종목 

   - 5대암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일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10% 자비부담으로 암검진 가능

ㆍ문     의 : ☏033-737-5217 (의료지원과)

ㆍ대상 : 보건소 등록 장애인

ㆍ운영 : 주 5일(월~금) 13:00 ~ 16:30

ㆍ내용 :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남아있는 기능으로 일상생활능력 향상 지도 재활운동기구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개인별 재활운동을 지도, 순환운동프로그램, 방문 재활 서비스, 

          언어재활 프로그램, 이미용 서비스

ㆍ대상 : 관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

ㆍ운영 : 연중

ㆍ대상 : 관내 초등학생

ㆍ내용 : 장애인 강사의 실제 사례 교육을 통한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ㆍ대상 : 원주시로 주소가 되어 있는 장애인 및 원주시민

ㆍ내용 :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주민 및 장애인(최대3개월)

방문보건사업

033-737-4090

건강상담실 운영

033-737-3751

낙상

예방교육

학생장애발생

예방교육

휠체어

무료대여

재활보건실

운영



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033-737-4085

심뇌혈관

질환사업

033-737-4062

지원내용사업명

학교구강

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교실
운영 및 구강
보건 홍보 

기
타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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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ㆍ지원대상 : 951개 희귀질환

ㆍ지원조건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ㆍ지원범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951개 질환)

ㆍ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 건강보험가입자

ㆍ지급기준 : 만19세 이상만 지원 신청 가능

ㆍ지원범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지원

ㆍ대상질환 : 7개 질환

ㆍ지원대상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ㆍ지급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ㆍ지급범위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부담금 10%

ㆍ대상질환 : 94개 질환

ㆍ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 건강보험가입자

ㆍ지급기준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에 한함

ㆍ지급범위 : 매월 30만원

ㆍ대상질환 : 95개 질환

ㆍ지원대상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ㆍ지급기준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ㆍ지급범위 : 보장구(하지보조기 등) 구입비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ㆍ대상질환 : 91개 질환

ㆍ지원대상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대상자

ㆍ지급기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ㆍ지급범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ㆍ대상질환 : 만성신부전(N18)

ㆍ지원대상 : 국가 무료 암검진 후,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신청연도 1월 보험료)

ㆍ대상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ㆍ지원내용 : 본인 일부부담금 중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연속 최대 3년 지원)

ㆍ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C,E,F 해당자) 

ㆍ대상암종 : 모든 암종

ㆍ지원내용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내 지원

                (연속 최대 3년 지원)

ㆍ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연도 1월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ㆍ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내

                            (연속 최대3년 지원)

ㆍ지원대상 

  - 신규지원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지원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18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ㆍ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ㆍ대상암종 : 모든 암종

ㆍ지원내용 : 백혈병 최대 3천만원 / 기타 암종 최대 2천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최대 3천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033-737-5215

관련 사이트

http://

helpline.nih.go.kr

암환자

의료비 지원

033-737-5217

ㆍ대상 : 지역주민

ㆍ장소 :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ㆍ내용 : 기초건강검사 및 상담(혈압, 혈당, 혈중지질성분, 체성분검사) 및 교육, 환자조기발견 등

ㆍ대상 : 원주시민

ㆍ장소 : 원주시보건소 지하1층 건강증진교육실(4~11월 매주 목요일 10시~12시)

ㆍ내용

  - 혈압, 혈당 측정 등 기초건강검사 및 상담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합병증 교육

  - 금연, 절주, 영양, 한방 등 매주 건강테마별 교육실시

  - 만성질환자를 위한 유산소, 이완운동 실시

ㆍ대상 : 사업장, 경로당, 노인대학 등 생활터

ㆍ내용 : 심뇌혈관질환의 이해 및 예방관리 교육,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등

ㆍ대상 : 지역주민

ㆍ내용 : 혈압·혈당 측정을 통한 건강상담, 환자발견 캠페인 등

ㆍ운영 : 원주시 건강동행센터(원주시의사회 위탁)

ㆍ대상 : 고혈압 ·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ㆍ위치 :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단관공원길 86, 단구동) ☏033-733-6645

ㆍ운영 : 주 5일(월~금) 9:30 ~ 16:30

ㆍ장소 : 원주시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ㆍ신청 : 사전예약 ☏033-737-3996, 4086

ㆍ대상 : 원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2종 및 생계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ㆍ내용 : 틀니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

  - 완전틀니 : 완전틀니 시술 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부분틀니 : 부분틀니 시술 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

                 양악(상악과 하악)모두 부분 틀니 시술받아야 하는 경우, 악당 3개씩 모두 6개의

                 지대치 보철 지원(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상이: 5%~15%)

ㆍ문의 : 구강보건센터 ☏033-737-408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ㆍ대상 : 유아, 학생, 성인, 임산부, 노인, 장애인

ㆍ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강건강 체험, 설문조사, 구강보건 캠페인 및 부스 홍보

ㆍ문의 : 구강보건센터 ☏033-737-4006, 3996  

ㆍ대상 : 온가족 및 보육기관, 학교, 복지시설, 신청기관

ㆍ내용 : 온가족 불소용액양치 및 단체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불소물품 배부

ㆍ문의 : 구강보건센터 ☏033-737-4085, 4006, 3996  

ㆍ대상 

   - 학교구강보건실 : 단계초교, 치악초교, 청원학교 

   - 학교양치교실 : 문막초교, 북원초교

ㆍ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실태조사, 설문조사 

ㆍ문의 : 구강보건센터 ☏033-737-4006, 3996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본인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의료급여카드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무료

65세 이상 노인

7세 ~ 14세

7세 이상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석제거)

15세 이상

내용 대상자 준비물 비용

노인의치

(틀니) 사업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사업

건강상담실 

운영

고혈압, 당뇨

관리교실

이동 주민

건강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

소아암

환자

폐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만성

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진료비

지원내용사업명

보건소

분야 분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ㆍ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구 분
가구규모

(단위:원)

1인가구

1,707,008

2인가구

2,906,528

3인가구

3,760,032

4인가구

4,613,536

5인가구

5,467,040

6인가구

6,320,54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읍면동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중앙동

원인동

개운동

명륜1동

읍면동

명륜2동

단구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동

행구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033-737-5501

033-737-5502

033-737-5503

033-737-5504

033-737-5505

033-737-5506

033-737-5507

033-737-5508

033-737-5509

033-737-5510

033-737-5511

033-737-5512

033-737-5513

연락처

033-737-5514

033-737-5515

033-737-5516

033-737-5517

033-737-5518

033-737-5519

033-737-5520

033-737-5521

033-737-5522

033-737-5523

033-737-5524

033-737-5525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