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 마을 경로당 지원 확대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신규사업 중앙정부 지원 -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정상추진(75%)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장재근(6160), 팀장 김성봉(6211), 담당자 천유진(6215)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지역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 확대를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노인복지공간을 조성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김천시 등록 경로당(522개소)

  ❍ 사업기간 : 2019. ~ 2021.

  ❍ 소요예산 : 1,373백만원

     (공기청정기 보급 229, 정수기 렌탈료 50% 지원 70, 경로당 급식비 차등 인상 1,074)   

  ❍ 주요내용

    ∙ 미세 먼지,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全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를 보급하여 안전한 쉼터 환경을 조성

    ∙ 경로당별 이용인원에 비례한 급식비 차등 지원 및 인상

□ 추진실적

  ❍ 2019. : 全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완료(782대, 229백만원)

  ❍ 2020.  
     - 냉·온수기(정수기) 렌탈료(50%) 지원 사업 : 경로당 215개소 지원 예정

     - 경로당 급식비 차등 지원 : 358백만원, 522개소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 - 全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완료(782대/229백만원)

2020
- 냉·온수기(정수기) 렌탈료(50%) 희망 경로당 215개소 지원(1차)
- 경로당 이용인원에 비례한 급식비 차등 지원

2021
- 2020년 미지원 경로당 307개소(신규 설치 시 포함) 냉·온수기(정수기)  
 렌탈료(50%) 지원(2차)
-경로당 이용인원에 비례한 급식비 차등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개방 후 희망경로당 215개소 냉·온수기 설치 및 렌탈료   

      50%지원(경로당 자체부담 50%)

  ❍ 경로당별 회원 수에 따른 급식비 차등 인상·지원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C)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1,373 1,194 229 393 393 179 179

국비 57 57 57

도비 34 34 34

시비 1,282 1,103 138 393 393 179 179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이상 경로당 폐쇄로 사업 시행 지연
  ❍ 경로당 개방 후 즉시 사업 시행

□ 기대효과
  ❍ 신체 저항력이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등을 보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
  ❍ 경로당 인원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급식비의 현실화

구  분 10명~39명 40명~59명 60명~79명 80명~99명 100명 이상

경로당(수) 364 104 37 13 4

지원금액(개소당) 650천원 700천원 750천원 800천원 85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