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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사업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독거노인)들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 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서비스 대상자

1,033명

안전확인은 만 65세이상 실제 홀로사는 노인으로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

가사활동지원은 암,중증질환으로 2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가사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치매 고위험군, 건강상태 취약자 등

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제공자

42명(소정의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이수자)

보수 및 근로기준

월98만원

주5일, 1일 5시간

서비스 내용서비스 내용

1인가구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 무료 실시

2018년 단기가사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1순위 : ‘골절’로 일시적인 가사․활동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2순위 : 암 등 중증질환으로 수술 후 가사․활동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서비스 : 주3회 1회당 2시간

제공 기관:완도지역자활센터

제공기관 청해요양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서비스 대상자

233명

만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AB의 요양서비스 필요노인

- 장기요양등급(월평균소득150%이하)

치매중풍(월평균소득200%이하)

군수 인정자(장애1~3급, 중증질환자)

일반현황/노인단체 노인복지시책 장묘 노인복지시설현황 관련정보 기초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거동불편재가노인 도시락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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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제공자

45명(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보수 및 근로기준 : 서비스 제공 수가 및 횟수에 따라 변동

서비스 내용서비스 내용

바우처 방식

기본서비스에 가사 및 간병 등을 포함하여 월27시간, 36시간의 재가서비스 실시

이용자 본인부담액(2016년도 기준)

구분구분 월27시간월27시간 월36시간월36시간

기초수급자 무료 8,280원

차상위계층 18,000원 24,000원

차상위초과 37,000원 49,000원

제공 기관제공 기관

성광노인복지센터, 완도지역자활센터

청해재가복지센터, 큰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완도늘푸른집, 금일소망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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