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해야 할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던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서귀포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다가옴

병원이나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으나
병원과 시설 위주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쩔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 사업대상 :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

서귀포시청 064-760-2851~3

●

대정읍 064-760-4001~3

●

남원읍

064-760-4101~3

●

성산읍 064-760-4201~3

집에서 제공받을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집에서 돌보는 경우 가족(특히 여성)에게 엄청난
돌봄 부담이 발생

●

안덕면

064-760-4321~3

●

표선면 064-760-4421~3

●

송산동

064-760-4526

●

정방동 064-760-4552

●

중앙동

064-760-4564

●

천지동 064-760-4602

* 노인 수발 가족 중 73%가 여성

●

효돈동

064-760-4634

●

영천동 064-760-4667

●

동홍동

064-760-4702

●

서홍동 064-760-4732

●

대륜동

064-760-4756

●

대천동 064-760-4802

●

중문동

064-760-4835

●

예래동 064-760-4865

사는 곳에 기반을 둔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추진개요

선도사업 추진 대표전화번호

*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다수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서비스가 공급기관
중심으로 제각각 공급되어 수요 만족도가 저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주 어르신
- 사업내용 :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 사업기간 : 2019년 9월 ~ 2021년 8월 (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흐름도

어르신을 위한

통합돌봄
01 주거사업

보건복지부
(법적, 제도적 기반)

케어안심주택, 질병예방, 건강관리,
재가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지원합니다.

민관연계 사례관리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연계실)

읍면동
퇴원지원
방문의료

의료기관ㆍ단체

요양병원 6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방문의료)

원하는 어르신
골절, 뇌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술(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중인 환자로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장기요양
확대

보건
의료

돌봄

주거
지원

돌봄서비스
확충

보건소
(주민건강센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안전, 아동지원,
식사배달 등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생활
지원

지역자활센터

75세(후기고령노인)에 도래하는 단계적 예방적 관리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어르신

자원봉사기관

제주개발공사, LH공사

03 요양, 돌봄 사업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

방문 한의진료 지원

돌봄 취약가구 집중 사례 관리

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은빛인생 맞춤형 행복설계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커뮤니티 키친 운영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돌봄활동 기부은행

일차의료기관 왕진수가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일맥상통’ 솔루션 제공
뽀송뽀송 사랑의 빨래방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주민주도형 지역특화 돌봄 프로그램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돌봄가족 지원사업

퇴원환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치매 어르신 단기쉼터 운영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찾아가는 방문재활치료교실

지역기반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02 보건의료 사업

우리동네 사회복지사 경로당 파견 시범

찾아가는 돌봄+건강관리 서비스

다제약제 처방 복합 만성질환(고.당 포함)이 있는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받은 지역사회 안정적인 생활을

고령자 복지주택 거주자 돌봄서비스 연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자택,
케어안심주택

국민건강
보험공단

살던 집에서 병원 또는
시설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겠습니다.

IoT 활용 안심LED 센서등 설치

약사회와 함께하는 안심복약지원

서비스 접수,
통합안내

방문건강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서귀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서귀포시

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병원 시설에서
살던 집으로 복귀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심 주거환경 개선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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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 및 돌봄필요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