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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이혼위기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이용방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이혼위기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추천서식 hwp 다운로드

이용절차

     

     

주요사업

사업구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가족사례관리 취약가족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종결 후 가정의 변화상황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필요정보 제공, 

 >  > 분야별정보 복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초기상담 사례관리등록 취약·위기가정
욕구 파악

서비스 계획 및 제
공

서비스 점검 및 평
가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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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족지원서
비스

사후관리
사례관리 종결 후 가정의 변화상황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필요정보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자녀학습·정서지원 (배움지도
사 파견)

배움지도사 파견 을 통한 (손)자녀의 학습 및 정서지도, 멘토링 서비스 지원

생활도움지원(키움보듬이 파
견)

키움보듬이(생활도우미) 파견 을 통한 (조)부모와 (손)자녀 생활 도움 지원

모니터링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활동 전반 점검 및 서비스 만족도 평가

위기가족지원서
비스

심리정서지원
가족원의 사망, 이혼, 폭력 등을 겪은 위기가정의 부모·자녀 및 부부 등을 대상
으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긴급가족돌봄지원 위기가정의 생활 및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지지리더 또는 키움보듬이 파견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
기관 연계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가족원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

공통서비스

가족문화체험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문화체험활동

교육 부모교육, 가족경제교육 등

상담 취약·위기가정 집단상담, 월례회의, 슈퍼비전 등 운영

자조모임
가족관계·자녀양육 방법 등을 공유하고 가족 간 지지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자
조모임 운영

활동가 양성·보수교육
배움지도사·키움보듬이 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실무와 관련된 제
반 교육 운영

협의체 운영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네트워크 기반 마
련

서비스 제공기관

기 관 명 : 여수시 가족+센터
주 소 : (59685) 여수시 새터로 33(신기동)
담 당 자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070-4473-2139
홈페이지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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