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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

목포시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인하되는 등 복지제도가 변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도 각각 폐지된다.

이 밖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0만원~15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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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0만원~15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혜
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 치매환자 본인
부담률도 2종(입원)이 10%에서 5%로, 6~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은 2종(입원)이 10%에서 3%로 인하된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단전 
등으로 사유가 확대돼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연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4인 기준 338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
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목포시 사회복지과(270-3314)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며 “복지사각
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를 펼쳐 모두가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박정란(27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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