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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맞게 된 2021년은 우리에게 여러 장면에서 크게 도전을 

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정상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소임과 복지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1년 대불노인복지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화두는 <변화와 회복>입니다. 노인복지관에 기대하는 새로운 욕구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위해 내·외적 변화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 위탁하면서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에 약속한 가치와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불노인복지관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기본사업을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불노인복지관의 사업편제, 

프로그램, 시설환경, 운영방식, 업무분장 등을 재검토하고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운영전반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속가능 하도록 새로운 체계에 

도전해야합니다. 작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랜선을 통한 문화교실프로그램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재원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지난 5년여 대불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이었던 환경관련 어르신의 사회참여활동들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4개 노인복지관의 및 다양한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돌봄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관의 책임과 역할을 필요합니다. 작년 코로나 19

로 인해 실시된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에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체계 수립을 위해 지역의 여러 

노인돌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대불노인복지관은 북구청으로부터 재위탁 심사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동시에 수검 받는 

해입니다. 지난 5년간 이루었던 사업의 성과를 놓침 없이 정리하고, 새로운 대불노인복지관의 미래를 지역사회에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불노인복지관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상의 과분한 지지와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금년은 변화와 회복을 통해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기초를 만들어 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와 회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김 영 모

대불노인복지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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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어르신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갑니다. 
The Daebul Senior Welfare Center makes a happy Buk-gu for the elderly with love and justice.

비전 2025 

실천전략

핵심운영가치

사랑 대상자가치 Love

우호적 관계형성 (잘 인사하겠습니다.) 

적극적 욕구파악 (잘 여쭤보겠습니다.) 

개방적 소통 (잘 의논하겠습니다.)

자발적 참여유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지속적 피드백 (늘 감사하겠습니다.) 

정의 기관운영가치 Justice

윤리경영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가치경영 (운영목적에 충실하겠습니다.) 

혁신경영 (변화에 민감하겠습니다.) 

협력경영 (지역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신뢰경영 (약속을 중시하겠습니다.) 

온전 종사자가치 Integrity

전문성 (지혜롭게 일하겠습니다.)

협 업 (함께 일하겠습니다.)

신 뢰 (믿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소 통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책 임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운영미션

비전 2025

노인복지관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

•노인복지관 6대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의 전면적 개편

•랜선 기반의 노인사회참여, 여가, 문화지원프로그램 활성화

•지역환경 개선에 관련한 대불특화사업의 확장 및 전문화

사랑, 정의, 온전의

운영가치 회복

•개별화되고 효율적인 회원관리 체계 구축

•투명하고 엄격한 행정·회계시스템 운용 

•노인사업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역노인복지 발전에

선도적 역할 강화

•지역노인복지 거버넌스의 주도적 역할 강화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조정역할 강화

•북구지역 법인 산하시설과의 협력강화

변화와 회복으로 북구노인복지를 선도하는 대불노인복지관
The DBSWC leading senior welfare field in Buk-gu through Change and Recovery

※변화 : 시대주도형 노인사업 추진    ※회복 : 사랑 정의 온전의 자세 재정립   ※선도 : 올바른 길을 만들어 앞서 나감(先導, 善道)

대불노인복지관 비전체계 
DBCWC 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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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영방향

환경변화에 따른 

선도적 대응위해 

복지관 운영전반 

재편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기반 마련

복지관 특화사업 

지속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취약계층 노인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돌봄 

보호체계 마련

지난 5년간

사업 성과 정리

 및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Ⅰ Ⅱ Ⅲ Ⅳ Ⅴ

“변화와 회복 2021”
Change & Recovery 2021

서비스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처음의 가치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시설개요

복지관 조직

시설현황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설치일자 2003. 9. 26. 대지면적 1,939㎡ (588평)

연 면 적 2,143㎡ (650평) 층     수 지상 3층

1층 경로식당, 자원봉사자실, 영양사실, 바둑장기실, 남자휴게실

2층
관장실, 사무실, 서예실, 당구장, 상담실, 컴퓨터실, 제1·2 강의실,  

건강증진센터, 여자휴게실

3층 대강당, 제1·2 노래방, 탁구장

사무장

복지사업팀

노인사회활동사업팀

복지지원팀

경로급식팀

대현노인문화센터

관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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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단위 : 명)

총회원 남자 여자

3,542 1,539 2,003

151 23 128

합계 관장 사무장 대리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영양사 조리사

13 1 1 2 3 2 1 3
직원현황

회원현황

(2020. 01. 31. 현재)

대불노인복지관  |  총회원 3,542명

대현힘찬어르신센터  |  총회원 151명

 나이  (단위 : 명)

합계 60세 미만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3,542 0 671 1,918 881 72 0

151 0 58 72 21 0 0

 지역구분 (단위 : 명)

합계 검단 고성 관문 관음 구암 국우 노원 대현 동천 무태·조야 복현1

3,542 332 15 7 7 16 6 10 216 18 126 655

151 0 1 0 0 0 0 0 126 1 0 1

복현2 산격1 산격2 산격3 산격4 읍내 칠성 침산1 침산2 침산3 태전1 태전2

649 472 385 276 201 6 49 44 28 13 10 1

4 0 0 5 3 0 5 0 3 1 0 1

 건강상태   (단위 : 명)

합계 양호 뇌졸증 고혈압 심혈관 관절염 골다공증 백내장 당뇨 파킨슨 기타

3,542 1,942 48 779 80 204 62 50 258 4 115

151 70 2 40 6 15 1 1 8 0 8

 가입형태   (단위 : 명)

합계 일반 국가유공자 유공자가족 수급권자 장애인 기타

3,542 2,947 143 113 108 213 18

151 136 1 6 4 4 0

 과거직업     (단위 : 명)

합계 공무원 법조인 군인 교직원 성직자 의료인 회사원 자영업 금융업 농축산업 무직 기타

3,542 211 2 35 90 7 20 449 473 18 102 1,588 547

151 6 0 0 5 0 0 19 25 0 0 66 30

 이용형태 (단위 : 명)

합계 문화교실 이미용 식당 물리치료 자원봉사 자율이용 기타

3,542 2,518 49 222 168 50 336 199

151 148 0 0 0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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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자취

2020. 01. 13. 2020년 상반기 문화교실 개강

2020. 01. 15. 2020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전달식 참여

2020. 01. 15.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 활동교육

2020. 01. 21.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물품 전달식

2020. 01. 2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 안전교육

2020. 02. 03. 입춘대길 서예작품 무료배포 부스 운영

2020. 02. 13.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리모델링 준공

2020. 02. 19. 1분기 복지관 운영위원회 실시

2020. 02. 1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관 이용 휴관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중단

2020. 02. 27.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대체식 지원 실시(주1회)

2020. 03. 09. 노인재능나눔지원사업 "상담안내" 참여자 모집

2020. 04. 09. 대불노인복지관 유튜브 온라인강좌 운영(요가, 차밍댄스, 가요교실)

2020. 05. 14.~5. 1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코로나19 예방교육 및 활동 재개

2020. 05. 27. 대불노인복지관 방역모의훈련 실시

2020. 05~06. 2020년 노인복지관 마음방역긴급지원사업 콩나물키트 전달

2020. 05~06. 2020년 카카오같이가치 저소득층 방역물품 및 긴급생계비 지원

2020. 06. 04. 노인재능나눔지원사업 "상담안내" 사전교육 실시

2020. 06. 26. 산격119안전센터 주택용소화기 및 감지기 전달식 실시

2020. 07. 07. 삼일병원 업무협약체결

2020. 07. 07.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체결

2020. 07. 20. 복지관 1단계 재개관(10인 이하 복지관 실외활동 운영)

2020. 07. 27.~08. 21. 2020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2020. 07. 30. 마품문화예술협회 업무협약체결

2020. 08. 03. 복지관 2단계 재개관(10인 이하 복지관 실내활동 운영)

2020. 08. 03. 2020년 성인문해지원사업 실시

2020. 08. 03. 경북보건대학교 업무협약체결

2020. 08. 04.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시니어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실시

2020. 08. 06. 2020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시

2020. 08. 20. 북구치매안심센터 어르신 무료치매검진 실시

2020. 08. 2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복지관 이용 재휴관

2020. 09. 02. 대불노인복지관 소방종합정밀점검 실시

2020. 09. 15.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우리함께 행복나눔 물품전달

2020. 09. 15.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희망배달마차 물품 전달

2020. 09. 21. 워킹스루 경로식당 운영(월~금, 11:30~12:30)

2020. 09. 24. 2020년 상반기 사업평가회의 실시

2020. 10. 05. HCN금호방송과 함께하는 방송강좌 'TV속 노인복지관' 운영 
(월,화,수,목 7:30 / 14:30)

2020. 10. 07.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마음잇기봉사단' 활동실시

2020. 10. 15. 복지관 재개관

2020. 10. 19.~10. 27. 2020년 하반기 문화교실 접수

2020. 10. 21. 독거노인마음잇기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2020. 10. 28 대불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양성평등 및 노인성인권교육 실시

2020. 11. 02. 2020년 하반기 문화교실 개강 

2020. 11. 04. 대불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소비자피해예방교육 실시

2020. 11. 10. 대불노인복지관 화재 및 재난 대피훈련 실시

2020. 11. 11. 대불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0. 11. 18.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마음잇기 봉사단' 활동 평가 

2020. 11. 26. 사랑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 실시

2020. 12. 01.~12. 1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2020. 12. 10. 대불노인복지관 주차장 공사 준공

2020. 12. 14. 동절기 안전도시락지원사업 실시

2020. 12. 23.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시니어크리에이터  
노인인식개선 토크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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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회복 2021
Change & Recovery 202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건강생활증진사업

독거노인자립생활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조직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특별사업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2020년 사업실적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특강, 여가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및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대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상반기 23개 강좌, 하반기 20개의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취미·여기·정보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노인문화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복지관이 휴관되면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했던 상반기 초에는 2,293명의 어르신께서 문화교실에 접수하여 

참여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기관 내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줄여 470명의 어르신께서 접수하여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대불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대면 및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문화교실을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SNS와 지역 내 방송사와 

연계하여 문화교실 강좌를 온라인 및 TV방영을 통해 집에서도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율이용 취미교실과 대불어르신힘찬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19일 이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인원 집행예산

노인문화교실

(1학기)강사비지급 2 38 6,675,000

(2학기)강사비지급 2 30 8,620,000

(1학기)실버태권도 10 242 0

(1학기)가요교실 10 1,472 0

(1학기)건강체조 10 868 0

(1학기)단전호흡 10 869 0

(1학기)댄스스포츠중급 10 401 0

(1학기)댄스스포츠초급 10 266 0

(1학기)사교댄스 10 891 0

(1학기)서예 고급 5 142 0

(1학기)서예 사군자 5 99 0

(1학기)서예 초급 4 118 0

(1학기)서예 한글 5 152 0

(1학기)수지침 5 87 0

(1학기)시니어요가 10 1,040 0

(1학기)우리민요교실 10 307 0

(1학기)우리춤체조 10 382 0

(1학기)장구교실 9 326 0

(1학기)차밍댄스 9 675 0

(1학기)컴퓨터 고급 10 201 0

(1학기)컴퓨터 기초 10 184 0

(1학기)컴퓨터 중급 10 174 0

(1학기)풍수지리 8 133 0

(1학기)한글교실 9 73 0

(1학기)한문 소학 10 317 0

(2학기)강당오전1반(단전,요가) 7 147 0

(2학기)강당오전2반(요가,실버체조) 7 156 0

(2학기)강당오전3반(단전,요가) 8 125 0

(2학기)강당오전4반(요가,실버체조) 7 157 0

(2학기)강당오후1반(요가,실버체조) 7 62 0

(2학기)강당오후2반(단전,실버체조) 7 88 0

(2학기)강당오후3반(요가,실버체조) 8 34 0

(2학기)강당오후4반(단전,실버체조) 7 80 0

2020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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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인원 집행예산

노인문화교실

(2학기)서예고급 8 54 0

(2학기)서예사군자 7 88 0

(2학기)서예초급 7 59 0

(2학기)서예한글 7 45 0

(2학기)수지침 8 147 0

(2학기)장구교실 8 67 0

(2학기)컴퓨터고급 7 55 0

(2학기)컴퓨터기초1반 7 63 0

(2학기)컴퓨터기초2반 8 52 0

(2학기)컴퓨터중급 7 45 0

(2학기)풍수지리 7 67 0

(2학기)한문소학 7 15 0

강사간담회 1 38 150,000

강사명절관리 2 2,911 216,000

접수관리 2 1 54,000

수업관리 2 1,088 656,000

자율이용 취미교실

노래방 38 953 0

당구장 38 249 0

서예실 27 147 0

장기바둑실 36 62 0

컴퓨터실 28 842 0

탁구장 38 0 0

프로그램실운영 6 0 1,595,700

힘찬대학 수업관리 1 17,516 155,100

유튜브힘찬대학 온라인강좌 52 39,003 2,397,800

방송강좌 방송강좌 32 73,959 3,510,000

소   계 652 73,959 24,029,600

 정서생활지원사업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회원 

어르신들과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출결관리 시스템을 

보완 및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새로이 복지관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도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회원관리 및 상담

신규회원 초기상담 73 163 0

안부확인 1,136 1,136 0

이용중단회원 상담 0 80 0

회원증발급 57 166 5,945,500

회원증재발급 29 64 0

신입회원교육 4 47 0

노인전문상담 노인심리상담 155 11,562 0

소   계 1,299 1,656 5,945,500

10 _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어르신이 행복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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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증진사업

2020년 대불노인복지관은 급식서비스를 통한 단순 식사 해결을 넘어 나홀로 식사하시는 

어르신에게 함께 식사를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운영 

잠정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영양결핍 및 사회적 고독감을 예방하고자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대체식지원, 동절기 안전 도시락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로식당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워킹스루 방식으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균형잡힌 노인맞춤 식사제공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대불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의 건강기구를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불인복지관이 개소이후 노후된 건강기구를 새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에 한층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증진센터, 무료건강상담, 이미용, 안마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19일 이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인원 집행예산

경로식당 운영

중식서비스제공 48 14,332 19,191,465

경로식당 관리 7 0 2,916,000

보건증발급 1 6 18,000

건강증진 센터
물리치료실이용 38 3,224 0

물리치료실유지보수 3 0 994,840

무료건강 상담 건강상담 1 0 297,000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6 122 0

안마서비스 안마서비스 25 220 0

토요급식
토요급식제공 7 1,602 6,568,800

토요급식관리 1 1 141,000

대체식지원 대체식지원 38 1,051 8,299,090

워킹스루
 

워킹스루 경로식당 관리 52 5,635 10,001,237

경로식당 중식제공(워킹스루) 18 0 5,941,820

동절기 안전도시락 지원 동절기 안전도시락지원 11 710 3,670,800

소   계 256 26,903 58,040,052

 독거노인자립생활지원사업

대불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안에서 단절되고 소통이 없는 독거노인들의 기본욕구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나누기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에게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들이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을 맞이하여 영진전문대 사회봉사단과 함께 김장김치를 

만들어 지역 내 독거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지역자원 연계
마음나누기 사업 4 40 1,530,000

김장김치 지원사업 2 30 2,180,900

소   계 6 70 3,710,900

2020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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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참여지원사업

사회참여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경험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로 일부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노인봉사단과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 활동을 

활성화 시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노인자원 봉사단
노인자원봉사단관리 0 0 0

노인자원봉사단운영 54 527 0

위 원 회
프로그램실 운영회의 0 0 0

복지관운영회의 0 0 0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6 166 0

동아리지원 0 0 0

소   계 60 693 0

 노인권익증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며 복지관 

및 노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의 문제대처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이 휴관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집합행사(힘찬축제, 레포츠대회) 

전면취소되었고, 노인권익증진캠페인 행사는 미실시하였으나 어르신이 알아야 할 소비자 

기초지식, 사금융 피해예방,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예방, 불량식품피해 

예방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 듣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장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노인권익 증진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1 40 0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1 40 0

노인인권교육 1 40 200,000

노인양성평등교육 1 40 170,000

노인성교육 1 40 100,000

소   계 5 200 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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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네트워크조직사업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개발 관리하며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2020년 대불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많은 

후원자와 후원기관의 도움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생계물품,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알림으로써 지역 내 노인복지사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후원자개발 11 11 0
후원자관리 1 50 136,000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급식자원봉사자관리 2 0 122,500
급식자원봉사자운영 54 527 0
일반자원봉사자관리 0 0 0
일반자원봉사자운영 67 714 54,000
자원봉사자교육 7 250 0
자원봉사자 감사의밤 0 0 0

인적네크워크 공통관리
협약체결 4 5 0
명절관리 0 0 0

홍보사업

기관견학홍보 0 0 0
언론매체홍보 15 30 0
홈페이지홍보 365 229,439 432,000
페이스북홍보 20 3463 0

출판사업
기관리플렛 제작 1 0 1,700,000
연차보고서제작 1 0 2,420,000

소   계 548 234,489 4,864,5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에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은 독거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말동무가 되어주는 노노케어사업, 관할 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 환경미화를 지원하는 근린공원지원사업, 복지시설의 환경미화와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주는 복지시설도우미사업, 경로당 환경미화를 지원하는 

경로당파견도우미사업, 관할 내 벽과 전봇대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돕고 교내 환경미화를 하는 초등학교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은 물론 지역 내 주민,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노케어사업 관리 23 0 7,172,900
노노케어사업 활동 106 3,680 128,267,100
근린공원사업 관리 25 0 10,808,000
근린공원사업 활동 106 5,804 209,282,000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관리 22 0 3,877,000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활동 174 2,063 70,615,000
경로당파견도우미사업 관리 39 0 23,153,100
경로당파견도우미사업 활동 150 12,022 417,026,900
불법광고물정비사업 관리 24 0 6,949,700
불법광고물정비사업 활동 123 3,741 131,876,300
초등학교도우미사업 관리 18 0 2,160,000
초등학교도우미사업 활동 95 1,068 38,472,000
전담인력 인건비 13 26 48,100,000

소   계 918 28,404 1,097,760,000

2020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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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업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동년배상담가양성프로그램 “골든마우스” 

노인 재능나눔활동은 노인의 은퇴 후 사회활동이 단절되고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은퇴 후 노령 전문인이라고 하는 노인들의 전문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44명의 노인상담가로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독거노인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상담 및 

안부 연락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분들에게 안부전화를 실시하면서 

어르신의 건강과 현 상태를 확일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인원 집행예산

노인재능

나눔사업

참여자 활동 132 2,918 25,470,000

참여자 관리 7 0 2,211,000

사업운영비 8 0 800,000

참여자 간담회 1 44 440,000

참여자 사전, 소양교육 5 217 685,000

소   계 153 3,179 29,606,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시니어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노인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징(creative aging)활성화 프로젝트  

“랜선 라이프! 나도 방송인이다” 

시니어 크리에이터 활동 “랜선 라이프! 나도 방송인이다” 사업은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방송 기획 및 촬영, 노인인식개선캠페인 등 다양한 자기개발인 지역사회 융화 

사업입니다. 노년기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소외와 고립 등의 문제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활동시켜 

소셜미디어 기술향상, 자존감 향상 등 노년기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참여자 모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지식습득에 대한 재미로 

사업 참여의 흥미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인원 집행예산

시니어크리에이티브

(모금회)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17 150 4,110,000

방송콘텐츠 기획 및 촬영 16 160 3,995,000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3 106 2.920.000

소   계 36 416 8,105,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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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노인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과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력 있는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노인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상황 및 지침에 준수하여 기존 대면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인원 집행예산

문화예술

지원사업

오카리나수업 35 550 3,000,000

오카리나 보조강사 활동 5 5 1,540,000

소   계 40 555 4,540,000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온라인 두근두근 청춘제”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수업에서의 모습이 

아닌 일상생활 안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모습 그대로를 담아 두근두근 청춘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건강하고 즐겁게 극복하시려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019년 함께 했던 청년들도 기꺼이 어르신들의 이러한 열정에 다시 한 

번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두근두근 청춘제 청춘제 참여 3 27 7,000,000

소   계 3 27 7,000,000

2020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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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마음을 이어주는 친구-마음잇기봉사단’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과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소외되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마음을 이어주는 화분’을 매개로 각자가 처해있는 문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이전부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셨던 회원 어르신들은 작은 화분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개별로 지역주민, 지인, 가족에게 화분을 전달하였습니다. 작은 

화분을 매개로 잠시나마 함께 웃고, 서로를 위로하며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  

봉사단 모집 1 20 0

봉사단 교육 3 60 0

봉사단 활동(화분전달) 12 120 3,160,000

평가회 1 20 40,000

소   계 17 220 3,200,000

마음방역긴급지원사업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복지관 휴관 등으로 신체, 사회 등 건강을 위협받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콩나물 키트를 매개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위로와 안정감을 높혀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불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 계층 어르신 110명에게 직접 방문하여 콩나물 

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키트를 받으신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추후 재방문 시 그동안 자란 

콩나물을 보여주시며, 복지관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마음방역긴급지원사업 평가회 1 110 1,650,000

소   계 1 110 1,650,000

카카오같이가치 긴급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근로활동에 어려움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물품과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카카오같이가치
긴급지원사업

방역물품(마스크)지원 2 30 4,500,000

식료품 및 생활용품 전달 1 30 3,000,000

긴급생계비 지원 1 30 12,000,000

소   계 4 90 1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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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2012년 개소한 대현교육문화센터는 2020년부터 대불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운영방침으로 어르신들의 

문화·여가·교육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센터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센터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의 관심으로 정서생활지원사업과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현노인문화교실은 강의실 내 띄어 앉기,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수업정원 

감소로 운영되었으나, 사전 문화교실 강좌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 8개 강좌를 개설해 수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실적횟수 실적인원 집행예산

노인문화교실

강사료지급 2 16 3,710,000

건강체조 14 203 0

단전호흡 14 170 0

발건강체조 14 49 0

시니어요가 14 197 0

실용한자 14 25 0

한글교실 13 80 0

컴퓨터 중급 14 117 0

컴퓨터 초급 14 129 0

강사간담회 1 8 88,000

강사관리(명절) 1 8 0

운영관리 6 0 758,600

회원모집 5 130 281,000

정서생활지원사업

회원초기상담 5 130 0

회원증발급 5 130 0

신입회원교육 4 126 115,000 

회원분쟁상담 6 6 0

소   계 146 1,524 4,952,600

2020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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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사업수입 31,225,200 3.8 인건비 407,592,550 49.4

보조금수입 691,654,380 83.9 업무추진비 9,238,430 1.1

후원금수입 37,966,960 4.6 운영비 55,844,971 6.8

차입금 0 0 시설비 37,331,100 4.5

전입금 35,250,000 4.3 사업비 185,357,652 22.5

이월금 27,192,556 3.3 부채상환금 0 0

잡수입 1,539,125 0.2 예비비 및 기타 90,957,467 11

이월금 38,506,051 4.7

총계 824,828,221 100.1 총계 824,828,221 100.0

2020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보조급수입 1,097,760,000 100 사업비 1,097,760,000 100

잡수입 0 0.0 잡지출 0 0.0

총계 1,097,760,000 100.0 총계 1,097,760,000 100.0

2020년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사업수입 135,000,000 100 인건비 39,029,890 28.9

잡수입 0 0 업무추진비 233,930 0.2

운영비 18,153,880 13.4

시설비 64,929,700 48.1

사업비 4,952,600 3.7

예비비 및 기타 7,700,000 5.7

총계 135,000,000 100.1 총계 135,000,000 100.0

2021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사업수입 108,131,000 13.3 인건비 401,034,360 49.2

보조금수입 629,832,000 77.2 업무추진비 10,800,000 1.3

후원금수입 10,780,000 1.3 운영비 84,832,300 10.4

차입금 1,000,000 0.1 시설비 11,000,000 1.3

전입금 30,000,000 3.6 사업비 286,008,200 35.1

이월금 31,504,000 3.9 부채상환금 1,000,000 0.1

잡수입 4,673,000 0.6 잡지출 1,000 0

예비비 및 기타 21,244,140 2.6

총계 815,920,000 100.0 총계 815,920,000 100.0

2021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보조급수입 99,380,200 100 사업비 99,380,200 99.9

잡수입 44,000 0.0 잡지출 44,000 0.1

총계 99,380,200 100.0 총계 99,380,200 99.9

2021년 대현노인문화센터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보조금수입 135,000,000 99.96 인건비 85,337,320 63.2

이월금 0 0 업무추진비 300,000 0.2

잡수입 50,000 0.04 운영비 12,342,680 9.1

시설비 2,000,000 1.5

사업비 35,070,000 26.0

잡지출 0 0

예비비 및 기타 0 0

총계 135,000,000 100.0 총계 135,05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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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원금 사용내역 / 주요명단

2020년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

수입

항목 금액

지정후원금

공동모금회지원사업 12,680,000

마음방역지원사업 1,650,000

공기청정기지원사업 1,032,960

김장김치지원사업 2,000,000

동절기안전도시락지원사업 19,504,000

노인자원봉사자클럽사업 600,000

소계 37,466,960

비지정후원금 운영후원금 500,000

소계 500,000

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35,250,000

소계 35,250,000

전년도이월금 비지정 운영 후원금 4,783,420

소계 4,783,420

총계 78,000,380

지출

항목 금액

인건비

제수당 787,60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7,040

사회보험부담금 271,340

소계 1,075,980

사업비

공동모금회지원사업 12,680,000

마음방역지원사업 1,650,000

공기청정기지원사업 1,032,960

김장김치지원사업 2,000,000

동절기안전도시락지원사업 3,670,800

노인자원봉사자클럽사업 600,000

경로식당 부식비 4,729,400

코로나19 저소득 긴급지원사업 19,500,000

찐기부야 저소득 긴급지원사업 10,000,000

소계 55,863,160

차년도
이월금

전입금 이월금(후원금) 5,228,040

지정후원 이월금(동절기안전도시락) 15,833,200

소계 21,061,240

총계 78,000,380

2020 후원 물품 내역

후원자 품명 후원자 품명

이◯◯◯ 두부 16판 대◯◯◯◯◯◯◯◯
핸트크림 30개, 
식품키트 68박스

주◯◯◯◯◯ 온누리상품권 100장 대◯◯◯◯◯ 마스크 1,500장

대◯◯◯◯◯◯◯◯ 떡국떡 25박스 대◯◯◯◯◯ 각티슈 29개

대◯◯◯◯◯◯◯◯◯◯ 조기 10박스 북◯◯ 마스크 700장, 마스크 400장

대◯◯◯◯◯◯◯◯◯◯ 마스크 53장 산◯◯◯◯◯◯◯◯
소화기 300개, 

화재감지기 300개

이◯◯◯ 두부 16판 북◯◯ 마스크 4,000장

한◯◯◯◯◯◯◯◯◯◯ 마스크 400장, 손소독제 1개 한◯◯◯◯◯◯◯◯◯◯ 반려나무 10개

한◯◯◯◯◯◯◯◯◯◯
체온계 1개, 손소독제 3개, 

마스크 85장
대◯◯◯◯◯ 식당칸막이 50세트

대◯◯◯◯◯◯◯◯ 소독약 30개, 마스크 300장 대◯◯◯◯◯◯◯◯◯◯ 방역분무기 2개

대◯◯◯◯◯ 식료품세트 59 대◯◯◯◯◯◯◯◯◯◯
모니터 1개, 노트북 1개, 

열화상카메라 1세트

텐◯◯◯ 손소독제 100개 한◯◯◯◯◯◯◯◯◯◯ 손소독젤 60개

대◯◯◯◯◯ 도시락 43개, 생수 43개 대◯◯◯◯◯◯◯◯◯◯
방역분무기 1개, 방호복 

1세트, 자동손소독기 2개, 
방역소독제 2개, 소독액 4개

대◯◯◯◯◯ 소독약 12개 가◯◯◯◯ 마스크 95세트

얌◯◯◯ 양념새우장 20개 대◯◯◯◯◯◯◯◯◯◯ 라텍스장갑 18박스

대◯◯◯◯◯ 식품키트 58박스 북◯◯ 마스크 1,300장

대◯◯◯◯◯◯◯◯◯◯
핸드워시 264개, 
손소독젤 264개

대◯◯◯◯◯◯◯◯◯◯ 공연티켓 28장

대◯◯◯◯◯ 컵쌀국수 1,490개 가◯◯◯◯
서큘레이터 5개, 
마스크 500장

대◯◯◯◯◯◯◯◯
락스 6개, 쌀20kg 2개, 

식혜 8개, 김 20개
신◯◯◯◯◯◯◯◯ 냉동닭10kg 60개

대◯◯◯◯◯◯◯ 노니즙 750개 안◯◯ 쌀20kg 1개

대◯◯◯◯◯◯◯◯ 빨래비누 3박스, 물티슈 2박스 대◯◯◯◯◯◯◯◯◯◯ 온누리상품권 210장

대◯◯◯◯◯◯◯◯ 마스크 420장, 손소독제 21개 북◯◯ 분무소독제 150개

대◯◯◯◯◯◯◯◯ 의약품 356개 북◯◯ 생닭 100개

대◯◯◯◯◯◯◯◯
손소독제 90개, 

손소독제80개, 소독약 3개
대◯◯◯◯◯◯◯◯◯◯◯ 감염예방키트 25박스

한◯◯◯◯◯◯◯◯ 마스크 200장 대◯◯◯◯◯ 소독제 3개

대◯◯◯◯◯ 마스크 300장 대◯◯◯◯◯◯◯◯◯◯ 사골뼈 6박스

대◯◯◯◯◯ 마스크 1,000장 대◯◯◯◯◯ 연무소독기 1개

대◯◯◯◯◯◯◯
동전파스 150개, 햇반 5박스, 

김 5세트
가◯◯◯◯ 마스크 19박스

북◯◯◯◯◯◯◯◯ 천마스틱 20세트, 홍삼 10세트 북◯◯◯◯◯◯◯◯ 마스크 125장

2020 후원회원 명단

김 ◯ ◯ 안 ◯ ◯

김 ◯ ◯ 이 ◯ ◯

김 ◯ ◯ 조 ◯ ◯

박 ◯ ◯ 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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