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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노인 관련 일반 현황

구 분 수 량 비 고

노인 인구 27,603명 인구대비 23.6%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614개소

장기요양기관 100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6개소

무료경로식당 운영 2개소 직영(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1개소 부설 노인대학

경로당 등록현황

2023년 3월 1일 현재

개소수 :614개소

회원수 : 17,943명

지원기준

운영비 : 기본금 : 월100천원

주 · 부식비 : 개소당 월 100천원

대표경로당비 : 연1,000천원 ~ 2,000천원(경로당수에 따라 차등 지급)

추가금

구분 추가금(원) 비고

21인 ~ 30인이하 50,000

31인 ~ 40인 이하 70,000

41인 이상 100,000

특별 난방비

난방비 : 연 1,675천원(등유, 석유, 전기)

난방비 : 연 1,105천원(가스, 화목, 펠렛)

냉방비(하절기) : 연 221 천원

노인복지안내(선택됨) 재가노인복지새창 노인관련법률새창 장사 분묘개장공고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사업

 >  >  >  > 분야별정보 복지/보건 노인복지 노인복지안내 노인복지안내

노인복지안내(선택됨) 생계보호및경로우대 노인학대예방새창 노인학대유형새창 상담전화1389
노인일자리지원

노인복지안내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field_info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guid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guide/info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guide
http://www.naju.go.kr/senior/
http://www.law.go.kr/main.html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burial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tomb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facilitylist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business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guide/info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guide/protection
https://j1389.or.kr/g5/theme/daontheme_ver2_07/html/noin/04.php
https://j1389.or.kr/g5/theme/daontheme_ver2_07/html/noin/01.php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guide/call1389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silver/guide/job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

방

사업기간 : 연중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유형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특화서비스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대상 : 본 사업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제공서비스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지원근거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주소지에 미거주자는 제외

명부 출력 기준일 : 매분기 말월 중순

명부 출력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 분기부터 지급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0,000원(5천원권 4매)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사용방법 : 지급된 이용권은 당해연도 내에 나주시 관내 업소에서 사용

본인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기한(이용권에 기재)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이용 시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교부방법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교부

매분기 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서명·날인 후 교부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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