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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홀로사는 어르신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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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사는 어르신 지원대상자 확대

 사업개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조사를 통해 사회, 신체, 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결정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 서비스 연계 제공

   ‣ 총사업비: 1,179,600천 원

   ‣ 사업규모: 독거노인900명/ 생활관리사 55명/ 서비스관리자 4명

   ‣ 수행기관: 연천군 노인복지관(사업기간: 2021.1.1. ~ 12.31.)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지원대상: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치매고위험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원내용: 응급안전장비 설치로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및 수행기관으로 직접 

호출·연계

    ‣ 총사업비: 61,800천 원(인건비, 유지관리비: 190가구 설치운영)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홀로사는 노인 지원대상자 확대

 ❍ (실적) 홀로사는 노인 지원대상자 확대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4,971 4,971 589 618 1,248 1,258 1,258

국비 3,312 3,312 394 414 854 825 825

도비 272 272 24 26 54 84 84

군비 1,387 1,387 171 178 340 349 349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명)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대상자 발굴 
건수

계획① 3,011 941 1,000 1,070 1,090 1,090

실적② 2,831 941 1,000 890 910

달성률②÷① 94% 100% 100% 83%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사업대상자 지원실적 : 941명/ 589,000천 원

 ❍ 2019년

   ‣ 사업대상자 발굴 및 추진 : 1,000명/ 618,000천 원

 ❍ 2020년

   ‣ 사업대상자 발굴 및 추진 : 890명/ 1,175,609천 원

 ❍ 2021년

   ‣ 사업대상자 발굴 및 추진 : 910명/ 1,258,000천 원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중앙부처ㆍ경기도  해당 없음

 ❍ 노인돌봄 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종료(2019.12.31.) 및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로 개편(202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