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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지급대상자 : 만 65세이상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23년)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지급액 : 최소 32천원 ~ 최대 323천원(1인/월)

단독가구(최소 32,310원 ~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최소 64,630원 ~ 최대 517,080원)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의 가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 공재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근로소득 산정방식=(상시근로소득금액-108만원)×적용률(0.7)
신청일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직접 신청 (신청가능자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2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지역자활센터)

순번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양은희 장흥읍 흥성로 37-24 061-864-4804

2 장흥지역자활센터 위수미 장흥읍 흥성로 17 061-864-8840

수행인력 : 156명(전담사회복지사 9, 생활지원사 147)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요내용 : 서비스대상자 가정으로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연계서비스 제공

중점돌봄군: 주 2회 방문, 가사서비스 제공
일반돌봄군: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 1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비스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노인정책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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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주요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가 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
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 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
신청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흥종합사회복지관(☎864-4804)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 1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수행인력 : 2명(응급관리요원) / 운영장비대수 : 667대
서비스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 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
위험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주요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가 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 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
신청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흥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운영기간 : 매년(사업계획에 의함)
운영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및 독거노인 어르신
운영기관 : 3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장흥군새마을회)

장흥종합사회복지관 : 장흥읍 대상 / 복지관 내 지하식당에서 중식 제공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 9개 읍면(장흥읍 제외) / 읍면 대표경로당에서 중식 제공
장흥군새마을회 : 전 읍면 대상 /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에 주 1회(5식) 반찬 배달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기간 : 매년(사업계획에 의함)
운영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및 독거노인 어르신
운영기관 : 2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고마교회 다사랑나눔센터)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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