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아동 바우처  프로그램 내용
소득

기준
우선순위

 아동 비전형성지원서비스(통합형)

 2001년생(만15세)~2009년생(만7세)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50%)  28,000(~120%)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98년생(만18세)미만 비장애문제행동아동

 ★재판정 1회 (최대 2년까지 지원)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진단서, 추천서(언어재활사)등 제출 본인부담금 16,000(~50%)  32,000원(~120%) 48,000(~140%)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2001년생(만15세)~2009년생(만7세) 정부지원금 18만원 16만원

 ★재판정 1회 (최대 2년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2만(~50%) 4만(~120%)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지 제출

 오감톡톡상상놀이터

2006년생(만10세)~2013년생(만3세) 정부지원금 19만원 17만원

본인부담금 2만(~50%)  4만(~120%)

 일곱빛깔뮤지션

 2001년생(만15세)~2009년생(만7세) 정부지원금 10만원 92,000원

본인부담금 15,000(~50%) 23,000(~120%)

 청소년어울림한마당

 1998년생(만18세)~2009년생(만7세) 정부지원금 99,000원 88,000원 77,000원

본인부담금 11천원(~50%)  22천원(~120%) 33천원(~140%)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1998년생(만18세)~2009년생(만7세) 정부지원금 18만원 16만원

  ★인터넷게임중독검사지 제출 본인부담금 2만(~50%)  4만(~120%)

 청소년 직업체험 서비스

1998년생(만18세)~2006년생(만10세)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50%)  28,000(~120%)

 아동청소년 동기부여(학교폭력예방)

1998년생(만18세)~2006년생(만10세) 정부지원금 18만원 16만원

본인부담금 2만(~50%) 4만(~120%)

 과학플러스 창의나누기

1998년생(만18세)~2007년생(만9세)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50%)  28,000(~120%)

 체험형: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사회·과학·직업체험활동 등

학습형 : 자기주도학습, 기초학습 및 교과목지도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독서프로그램

 클래식이론및 실기

악기를 활용한 정서순화프로그램(소그룹)

연주회 관람, 연4곡이상 연주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인터넷중독심리검사, 심리상담놀이, 맞춤형멘토

링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캠프, 인터넷. 게임 대체활동

홀랜드, MBTI검사, 직업체험활동

직업박람회 등 청소년직업캠프

창작미술, 실용미술

유리믹스식 통합놀이음악 등

동화구연, 인형극놀이, 체험활동

 창의성검사, 악기교육(젬베, 우쿨렐레, 오카리나

등), 미술활동, 글쓰기활동, 미니발표회

 댄스스포츠, 건강보건교육서비스

공연기획 및 발표

헬스케어 : 병원연계해 성장판검사 1회

성격유형 및 자존감테스트, 전래놀이

 자연환경교실(미술, 원예, 텃밭가꾸기 등)

삼림욕 등 자연캠프활동

발달심리검사, 과학창의LAB, UCC 영상미디어수업,

또래 집단창의동아리와 은퇴과학자 멘토연결
10 120%

1년, 기관방문형 / 월4회

1년, 기관방문형 / 월4회(체험시 월5회)

6 140%

1년, 기관방문형 / 월 8회

7 120%

1년, 기관방문형 / 월 4회(캠프시 5회)

비고

1
중위소득

120%

1년, 기관방문형 / 체험-월5회, 학습-월8회
건보료

낮은순

4 120%

1년, 기관방문형 / 월 4회

5 120%

1년, 기관방문형 / 월 5회

2 140%

1.조손,

  한부모

2.다문화

3.다자녀

1년, 기관방문형 / 월4회 (16년부터 재가방문 없음)

★영유아발달지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사업과 중복 불가

3 120%

1년, 기관방문형 / 월8회

8 120%

1년, 기관방문형 / 월4회(체험시 월5회)

9 120%



No.  노인 바우처  프로그램 내용
소득

기준
우선순위

  건강안마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자는 만55세(61년생)

 만60세(56년생)이상 해당질환자(진단서 필)

지체.뇌병변등록장애인(진단서 무, 나이X)

상이유공자중 해당질환자(진단서 필-나이X)

 나이야!가라 프로젝트 1. 최초이용자

 만65세이상(51년생~) 2.독거노인 정부지원금 162,000원 153,000원 144,000원

3.장애인 본인부담금 18천원(~50%)  27천원(~120%) 36천원(~140%)

 장애인·노인을위한 돌봄여행

 만65세이상(51년생~)노인

 장애등록자 (나이기준X) 정부지원금 1등급-155천원 2등급-145천원 3등급-125천원

 상이유공자 (나이기준X) 본인부담금

  생명존중(노인)서비스 1. 최초이용자

 만65세이상(51년생~) 2. 독거노인 정부지원금 144,000원 136,000원 128,000원

  ★노인자살사고척도 검사지 제출 3. 장애인 본인부담금 16천원(~50%)  24천원(~120%) 32천원(~140%)

 노인문화 통합지원 프로젝트 1. 최초이용자

 만65세이상(51년생~) 2. 독거노인 정부지원금 153,000원 145,000원 136,000원

3. 장애인 본인부담금 17천원(~50%)  25천원(~120%) 34천원(~140%)

 어르신 수중재활서비스

 만60세(56년생)이상 노인/ 만50세이상 장애인 정부지원금 108,000원 10만원 9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자는 만55세(61년생) 본인부담금 12천원(~50%)  2만원(~120%) 3만원(~140%)

 취약계층 노인장애인 세탁서비스

만65세이상(51년생~)노인 /장애인(나이X)

 ★재가서비스(가사간병, 활동보조, 정부지원금 118,000원 112,000원 106,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받는 자는 제외 본인부담금 14천원(~50%)  2만원(~120%) 26천원(~140%)

 자살위험성 사정평가 실시

가족및 이용자에 전문상담서비스

대면상담, 전화상담, 원예심리치료 등

 전문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연극활동, 음악(악기, 국악, 민요 중 택1)

사진프로그램, 원예, 공연발표회

 전신안마, 마사지, 지업,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월4회(주1회, 회당 60분)

 치매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치매예방교육,

인지건강증진(주의력, 집중, 기억력 등)

미술, 웃음, 작업치료서비스

17 140%

1. 장애(1,2급)

2. 독거노인

1년, 재가방문형 / 월6회

 ★ 가구당 1인 신청

침구류 세탁·살균 - 분기 1회

운동화 1벌 - 월 1회

상의, 하의, 기타(각 10점씩) - 월 1회

개별상담 통한 욕구파악 - 월 4회(주1회-50분)

16 140%

1. 수급자

2. 만50세(66년

생)이상 장애인

1년, 집단활동형 / 월13회
 아쿠아수중운동 월12회(주3회, 회당60분)

재활운동, 건강강좌, 병원연계 건강상태점검

1박2일은 25,000원으로 동일

14 140%

1년, 재가+집단활동형 / 월 4회

15 140%

1년, 집단활동형 / 월7회

13 140%

1.장애1,2급

장기요양1~3

급

2.장애3급이하

장기요양4-10

연 1회, 집단활동형  / 결제횟수:연1회

당일여행 -정부지원금 62,000원, 본인부담금-12,000원

11
중위소득

140%

0. 의료사례관리

자  / 1. 수급자

2. 장애인

3.의료급여자

4.기초연금

5. 조손

6.다문화

★재판정 1회 (최대 20개월까지 지원)

10개월, 기관방문형 /월 4회/

1-3급 거동불편자는 재가 가능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진단서, 소견서 제출

 신경계(G00-99). 근육골격(M00-99) 순환계(I00-99),

 당뇨질병코드(R81, E10-14)

 단일등급  정부지원금 136,800원/  본인부담금 15,200원

비고

12 140%

1년, 기관방문형 / 월 4회(예방교육시 5회)



No.  기타(장애인, 가족) 바우처  프로그램 내용
소득

기준
우선순위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만19세(1997년생) 미만 장애인

 재판정 4회 (최대 5년까지 지원)

 ★ 척수장애, 근디스트로피로 소견서 제출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천원(~50%)  24천원(~140%) 36천원(140%초과)

  정신건강토탈케어 

 재판정 2회(최대3년까지 지원)

 ★ 정신과 소견서, 진단서 제출 정부지원금 18만원 16만원 14만원

정신장애인 등(정신과 16일이상 입원자 X) 본인부담금 2만(~50%)  4만(~120%)  6만(~140%)

 장애가정 지원서비스

장애자녀(1~3급)의 부모 정부지원금 18만원 17만원 16만원

부모 동시 접수 불가 ★가구당 1회 지원 본인부담금 2만(~50%)  3만(~120%)  4만(~140%)

  Happy Family 프로젝트

 98년생(만18세이상)이상 /★가구당 1인 신청 정부지원금 17만원 15만원

 ★ 1인가구 X, 시설대상자 X  조회 꼭! 본인부담금 2만(~50%)  4만(~120%)

 아이맘행복케어 서비스 1. 수급자

  ★ 임산부입증서류 제출 2. 차상위 정부지원금 17만원 16만원 15만원

 만15세(2001년생)이상 임산부 본인부담금 2만(~50%)  3만(~120%)  4만(~140%)

 다문화가족 행복코디 1. 입국1년이하

 외국인배우자를 서비스 대상자로 입력
2. 입국2년이하

정부지원금 135,000원 13만원 125,000원

 ★외국인등록증 제출, 다문화가정만 신청 본인부담금 15,000(~50%)  2만(~120%) 25,000(~140%)

알코올장애가정 기능회복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 정신보건전문요원

사정 및 평가에 따른 알콜장애인과 가족

★ 진단서 등 첨부

★ 재판정 1회(최대 2년까지 지원) 정부지원금 18만원 17만원 16만원

★ 가구당 1회 신청 본인부담금 2만(~50%)  3만(~120%)  4만(~140%)

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

프레임변경및 타이어튜브교체

반기별 1회씩 수리 교정 등

 위기상황 안정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증상 약물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가족상담 월1회(회당60분)

25 140%

1. 최초이용자

2. 수급자,

   차상위

 2016년도엔 재판정 도래자만 접수가능

★ 알코올병원입원자 이용자 신청X

★ 정신건강토탈케어 이용자 신청X

1년, 기관방문 / 월4회

개별상담, 알코올교육, 인지행동치료

중독자들 집단상담, 심리정화프로그램

알코올사용가족 집단상담

가족캠프, 위기개입 및 지역 연계

23 140%

1년, 기관방문형+재가 /월4회

24 140%

1년, 기관방문형+재가 / 월4회/ ★ 가구당 1회만 지원

 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태교일기, 태담태교, 출산용품만들기)

요가, 명상태교, 전반적인 산모교육 프로그램

 법률 및 인권교육코디지원, 의료교육지원,

생활상담코디(외부자원 연계 등)

한국문화적응, 가족정서지원활동,

취업면접코디지원, 직업기술교육, 컴퓨터교육

20 140%

1년, 기관방문 / 월4회(부모교육시 월5회)

21 120%

1. 조손,한부모

2. 다문화

3. 다자녀

1년, 재가방문형, 월4회

19
중위소득

140%

0. 정신보건센터

   연계대상자

1년, 재가방문 / 월5회

★ 시설장애인 신청 불가, 재가 장애인만 가능

 라이프코칭, 가족상담서비스

자립지원 상담 및 연계

건보료

낮은순

요리실습(커피바리스타, 힐링베이킹)

가족 신체활동, 문화체험활동(영화,연극)

부모교육, 가족캠프(연1회, 1박2일)

18

140%

초과

가능,

수시

접수

1. 장애(1,2급)

을 가진 수급

자, 차상위

2. 일반 중증장

애인(1,2급)

렌탈 1년,  재가방문형 / 결제: 6개월주기

지체·뇌병변장애아동은 장애등록증만, 소견서 무

만19세이상 중/고 재학생은 졸업식 속하는달까지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