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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로당 지원확대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신규

◈ 공약내용: 어르신의 건강한 삶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

◈ 공약이행 확인지표: 연간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규모

 사업개요

 ❍ 경로당 양곡비 지원(보조+자체)

   ‣ 지원대상: 관내 설치·신고 된 경로당 107개소

   ‣ 지원내용: 정부양곡 20kg 7포 지원

   ‣ 총사업비: 65,992천원(※ 군비 추가지원 포함 / 5포 27,300천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보조)

   ‣ 지원대상: 관내 설치·신고 된 경로당 107개소

   ‣ 지원내용: 월 32만원씩 5개월(1,2,3,11,12) 지원

   ‣ 총사업비: 168,000천원

 ❍ 경로당 냉방비 지원(보조)

   ‣ 지원대상: 관내 설치·신고 된 경로당 107개소

   ‣ 지원내용: 월 10만원씩 2개월(7,8) 지원

   ‣ 총사업비: 21,000천원

 ❍ 경로당 난방비 지원(자체)

  ‣ 지원대상: 관내 설치·신고 된 경로당 107개소

  ‣ 지원내용: 난방비 52,000원씩 7개월 추가 지원 

  ‣ 총사업비: 38,584천원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양곡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 (실적) 양곡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375 1,375 212 288 293 310 310
국비 296 296 53 58 57 64 64
도비 268 268 48 53 51 58 58
군비 811 811 111 177 185 188 188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백만원)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경로당 지원 예산 
확보금액

계획① 781 200 288 293 310 310

실적② 630 200 288 142

달성률②÷① 80.7% 100% 100% 42%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경로당 104개소: 양곡 7포 33,668천원/ 냉·난방비 166,400천원

 ❍ 2019년

   ‣ 경로당 105개소: 양곡 10포 61,110천원 / 냉·난방비 220,200천원

 ❍ 2020년

   ‣ 경로당 106개소: 양곡 12포 65,992천원 / 냉·난방비 227,584천원

             집행액: 양곡      11,424천원 / 냉·난방비 131,000천원
 ❍ 2021년

   ‣ 경로당 107개소: 양곡 12포 65,992천원 / 냉·난방비 227,584천원

             집행액: 양곡       11,424천원 / 냉·난방비 131,000천원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