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2 첨단기술 융합형 노인복지 시스템 확대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국·도비지원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 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협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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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설치하여  

    365일 상시 활동상황ž화재ž가스누출 등을 파악, 119와 연계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 수행기관 :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소요예산 : 342백만원

  ❍ 주요내용

    ∙ 독거노인ž중증장애인 댁내에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를 위한  

      장비 설치  

  ※ 활동ž출입ž화재ž가스유출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소방서 및 관리요원에게 전달

 ∙ 119시스템과 응급상황 정보를 실시간 연계, 구조 및 구급 실시

 ∙ 응급요원 2명 1~2개월 당 1회 가구 방문 장비점검 및 정서적 지원 실시

□ 추진실적

  m 2018년 대상가구 : 150가구(독거노인 130, 중증장애인 20)

  m 2019년 대상가구 : 160가구(독거노인 140, 중증장애인 20)

  m 2020년 대상가구 : 175가구(독거노인 137, 중증장애인 38)

  m 2021년 대상가구 : 375가구(독거노인 337, 중증장애인 38)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 요 사 업 내 용 비고

2018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150가구(독거노인 130, 중증장애인 20)

응급관리
요원
2명

2019 - 응급안전알림 장비 추가 구축 : 10가구(총160가구)

2020 - 응급안전알림 장비 추가 구축 : 15가구(총175가구)

2021 - 응급안전알림 장비 추가 구축 : 200가구(총375가구)

2022 - 응급안전알림 장비 추가 구축 : 389가구(총764가구)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485 414 61 67 74 141 71 71

국비 242 207 30 34 37 71 35 35

도비 73 62 9 10 11 21 11 11

시비 170 145 22 23 26 49 25 25

□ 문제점 및 대응계획

  m 사업 확대를 위해 대상자 적극 발굴 및 국ž도비 보조금 확보 필요

  m 2008년 도입 이후 장비 규격에 대한 개선이 없어 2021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 개편하여 200대 신규장비 추가 설치하였음. 매년 신규 

대상자 발굴하여 보급 예정임. 

     (4G이상 신규장비 도입, 정서지원·생활정보 등 콘텐츠 제공 등)  

□ 기대효과

  ❍ 첨단기술을 활용한 응급상황 긴급 대처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