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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우리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2025년까지의 새로운 비전을  

<변화와 회복으로 북구노인복지를 선도하는 대불노인복지관>으로 정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은 우리 어르신들과 북구청으로부터 다시 5년간 대불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허락받고 

시작하는 첫해이자,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서비스와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어르신 욕구와 필요성을 살펴 서비스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어르신들께 어떤 만족과 편리함을 

제공하였는지 평가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상황에 맞춰 서비스의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정상(New Normal)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할 

해입니다. 이는 오롯이 어르신들의 욕구와 만족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갈지 또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할 지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방향으로는 첫째,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한 신규 사업들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의 재검토 및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입이 필요합니다. TV속 노인복지관, 청춘캠프 등과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고, 게릴라 가드닝, 텃밭 등을 비롯한 외부활동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노인복지관의 6대사업 재편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는 지역사회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 안에서 대불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을 재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관의 모든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이용에서부터 SNS 활용법까지 새로운 재미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넷째, 코로나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따른 복지관 운영에 합당하도록 복지관 시설의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내년은 시설개관 20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외부리모델링 작업과 함께 방역과 안전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자율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운영의 안정화와 지역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대불노인복지관만의 자원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모금 및 나눔사업과 지역기관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불노인복지관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상의 과분한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금년은 변화와 회복을 통해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기초를 만들어 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불 어르신의 뜻으로 서비스의 새로운 정상
(New Normal) 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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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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영방향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응과 

활성방안 모색

지역사회 돌봄체계

기능개편에 따른 

복지관의 새로운 

역할 및 기능 정립

어르신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살펴 

새로운 정상

(New Normal)의 

복지서비스 제시

어르신에게 적합한 

이용공간 마련과 

안전한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

Ⅰ Ⅱ Ⅲ Ⅳ

“서비스의 새로운 정상”
New Normal For The Service

어르신의 뜻으로 서비스의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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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복지사업팀

노인사회활동사업팀

복지지원팀

경로급식팀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관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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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단위 : 명)

총회원 남자 여자

3,967 1,703 2,264

226 40 186

합계 관장 사무국장 팀장 대리 사회복지사 전담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13 1 1 2 1 2 2 1 1 2
직원현황

회원현황

(2022. 01. 31. 현재)

대불노인복지관  |  총회원 3,967명

대현힘찬어르신센터  |  총회원 226명

  나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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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7 0 385 1,953 1,471 151 7

226 - 79 112 34 1 0

  지역구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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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7 421 11 8 8 21 7 14 277 21 168 812

226 - 1 - - - - - 189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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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589 394 248 161 9 56 57 29 15 14 4

8 - 1 6 3 - 6 - 7 1 - 1

  건강상태   (단위 : 명)

합계 양호 뇌졸증 고혈압 심혈관 관절염 골다공증 백내장 당뇨 파킨슨 기타

3,967 2,012 72 1,000 91 216 68 67 275 4 162

226 111 4 60 6 18 2 1 11 - 13

  가입형태   (단위 : 명)

합계 일반 국가유공자 유공자가족 수급권자 장애인 기타

3,967 3,280 163 134 121 249 20

226 206 1 7 5 7 0

  과거직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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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7 232 2 34 96 11 27 500 487 24 117 1,778 655

226 11 - - 6 - - 28 37 - 2 88 54

  이용형태 (단위 : 명)

합계 문화교실 이미용 식당 물리치료 자원봉사 자율이용 기타

3,967 2,791 49 324 207 60 382 154

226 215 - - - -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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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자취

2021. 01. 18 ~ 01. 19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 활동교육 및 워크북 교육

2021. 01. 05 ~ 06. 1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독거노인 동절기 안전도시락 지원사업」 도시락 전달

2021. 02. 01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랜선 라이프 시즌2“내손안에 복지관! 힘찬TV” 

2021. 02. 03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물품 전달식

2021. 02. 03 코스트코 소방용품(소화기, 감지기) 후원품 전달식

2021. 02. 22 노인재능나눔지원사업 상담안내 “골든마우스” 실시

2021. 02. 23 행복누리북구 TV속 노인복지관 ‘실버태권도’ 강좌 촬영

2021. 02. 25 KT지원사업 시니어ICT 리터러시 활동가 양성 실시

2021. 03. 12 정보취약계층 노인맞춤형 온택트사업 1회기 실시

2021. 04. 08 21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음악반 수업 실시

2021. 04. 06 행복누리북구 TV속 노인복지관 ‘가요교실’ 강좌 촬영

2021. 05. 07 어버이날 무료 급식 실시 행복누리북구 TV속 노인복지관 ‘차밍댄스’ 강좌 촬영

2021. 05. 12 코로나블루 예방 정서지원사업 ‘마음방역 행복한노리터’ 사업 실시

2021. 05. 17 2021년 상반기 대불노인문화교실 개강 및 워킹스루 경로식당 운영

2021. 06. 28 행복누리북구 TV속 노인복지관 ‘발건강 체조’ 강좌 촬영

2021. 07. 01 노인자원봉사자클럽 사업 실시

2021. 07. 05 21년 하계실습 실시

2021. 07. 14 행복누리북구 TV속 노인복지관 실버채널 ‘청춘캠프’ 촬영

2021. 07. 19 행복누리북구 TV속 노인복지관 실버채널 ‘북구늬우스’ 촬영

2021. 08. 17 2021년 하반기 문화교실 및 대현문화교실 개강

2021. 09. 15 행복누리북구 TV속 노인복지관 실버채널 ‘청춘캠프’ 촬영

2021. 09. 29 대구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캠페인” 실시

2021. 10. 06 웰다잉 특강 실시

2021. 10. 18 어르신 디지털 교육 1기 실시

2021. 10. 19 북구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기캐링 만들기’

2021. 10. 22 제5회 대불어르신힘찬축제 개최

2021. 11. 02 행복누리북구 “농장추수제” 실시

2021. 11. 10 ~ 11. 12 대구 엑티브시니어박람회 참여

2021. 11. 10 대불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권익증진교육 실시

2021. 11. 16 어르신 디지털 교육 2기 실시

2021. 11. 26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지원사업 실시

2021. 11. 29 위드코로나 복지관 프로그램 정상 운영 실시

2021. 12. 20 2021년 대불노인복지관 수퍼비전회의 실시

2021. 12. 22 2021년 대불노인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감사행사

2021. 12. 28 2021년 행복한 노리(老利)터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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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실적

변화와 회복 2021
New Normal For The Service

상담사업

지역사회돌봄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노년사회화교육사업

지역자원 및 조직화사업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기획사업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상담사업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2021년부터 노인복지관 6대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된 ‘상담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관 회원을 비롯하여 지역 내 어르신 그리고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관 이용을 

하지 못하는 회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안부전화’를 통해 근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복지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상담사를 활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서지원상담’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회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웰다잉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노후 생애설계를 통해 성숙한 노년을 영위하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각 프로그램은 코로나 대응 지침에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분쟁상담 5 7 -

신규회원초기상담 234 234 -

안부확인 및 개별상담 527 527 -

이용중단회원 상담 2 2 -

정서지원상담 4,650 4,650 -

회원증발급 119 236 1,522,400

회원증 재발급 47 65 -

신입회원 교육 4 60 -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 웰다잉 특강 8 240 1,280,000

소   계 5,596 6,021 2,802,400

  지역사회돌봄사업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관계망이 단절되어 외부와 소통이 없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단절되 사회관계망 회복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동년배 봉사자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독거노인에게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외식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

독거노인마음나누기 5 116 1,250,000

행복한노리터 놀이치료 11 171 2,995,000

행복한노리터 오티 및 평가 2 36 146,000

행복한노리터 외부활동 2 33 1,925,000

행복한노리터 시즌2 10 200 3,000,000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생활자원연계 61 1,652 -

취약계층노인 식품지원사업 3 276 8,004,720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1 100 7,161,550

가족기능지원사업 어버이날 행사 3 200 138,000

소   계 98 2,784 24,620,270

2021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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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지원사업(건강증진지원)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중단되었던 건강증진센터를 21년 4분기부터 

철저한 방역과 출입관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문의와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았었기에 건강증진센터의 재개 

소식에 많은 회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올바른 건강습관 및 운동을 통해 체력 증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자신의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건강증진지원
건강증진센터관리 2 - -

건강증진센터운영 25 336 -

소   계 27 336 -

  건강생활지원사업(급식지원)

대불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경로식당에 최초로 키오스크 기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맞춰 경로식당의 운영을 워킹스루 또는 관내식사를 

변행하여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 되면서 특히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의 결식이 지속 되었으며, 복지관의 식사 및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분들이 

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자택 생활을 하는 결식의 우려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방문 도시락 

전달 서비스로 결식을 해결하였으며, 말벗이 되어 외로움 해소 및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  이미용서비스. 안마서비스, 치매예방교육, 토요급식은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급식지원 경로식당운영

급식지원-중식서비스 제공 11 642 1,100,500

급식지원-워킹스루 229 21,525 46,573,420

경로식당관리 34 41 10,304,390

경로식당 보건증발급 7 7 179,100

급식지원 토요급식
토요급식관리 - - -

토요급식제공 - - -

급식지원 동절기도시락 동절기안전도시락 지원 50 4,141 15,883,200

급식지원 안심도시락
안심도시락지원 33 1,638 10,008,000

안심도시락지원2 20 2,000 12,000,000

소   계 384 29,994 96,04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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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사회화교육사업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취미여가 지원,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욕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교실은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이전보다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어르신들의 취미·여가·정보화 등 상·하반기에 각각 20개 강좌에 1,0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각 수업별 거리두기 최소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하였습니다. 

2021년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이전과 다른 형태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는 SNS를 통해 강좌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SNS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 방송국과 연계하여 

집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TV방영도 하였으며, 평생교육강좌와 북구지역 내 

다양한 소식을 뉴스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율이용 및 취미교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방역지침에 준수하여 4분기부터 바둑장기, 당구장, 탁구장, 서예실 등의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의 활용이 이전보다 더 

활성화됨에 따라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비롯하여 앱을 활용한 각종 예약 서비스, 

키오스크 활용 방법 등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높여 주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평생교육지원 문화교실

(1학기)강사비지급 3 45     11,780,000

(2학기)강사비지급 5 85     17,225,000 

1학기 강당오전 1반 10 180                 - 

1학기 강당오전 2반 9 181                 - 

1학기 강당오전 3반 10 70                 - 

1학기 강당오전 4반 10 102                 - 

1학기 강당오후 1반 10 71                 - 

1학기 강당오후 2반 9 129                 - 

1학기 강당오후 3반 10 37                 - 

1학기 강당오후 4반 10 83                 - 

1학기 서예고급 10 93                 - 

1학기 서예사군자 9 42                 - 

1하기 서예초급 10 139                 - 

1학기 서예한글 10 89                 - 

1학기 수지침 10 52                 - 

1학기 장구교실 9 81                 - 

1학기 컴퓨터고급 8 75                 - 

1학기 컴퓨터기초 9 55                 - 

1학기 컴퓨터중급 1반 10 82                 - 

1학기 컴퓨터중급 2반 10 65                 - 

1학기 풍수지리 10 39                 - 

1학기 한문소학 10 66                 - 

2021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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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평생교육지원 문화교실

2학기 건강체조 27 496                 -

2학기 국학기공 1반 28 484 -

2학기 국학기공 2반 30 831 -

2학기 서예고급 16 202                 - 

2학기 서예사군자 12 89                 - 

2학기 서예초급 16 190                 - 

2학기 서예한글 12 148                 - 

2학기 시니어요가 1반 16 112                 - 

2학기 수지침 30 717                 - 

2학기 시니어요가 2반 30 728                 - 

2학기 실버태권도 30 648                 - 

2학기 우리춤체조 27 618                 - 

2학기 장구교실 28 604                 - 

2학기 차밍댄스 1반 28 564                 - 

2학기 차밍댄스 2반 30 875                 - 

2학기 컴퓨터고급 21 224                 - 

2학기 컴퓨터기초 28 169                 - 

2학기 컴퓨터중급 28 221                 - 

2학기 풍수지리 12 111                 - 

2학기 한글교실 26 67                 - 

2학기 한문소학 28 273                 - 

강사간담회 1 17                 - 

강사관리(명절) 2 35         270,000 

프로그램 회원모집 2 754                 - 

수업관리 8 -       1,755,000 

평생교육지원 언택트강좌
방송강좌  73 72,000     12,467,500 

유튜브강좌  17 1,838                 - 

평생교육지원
한노협문화예술

문화예술 음악반   35 700       3,000,000 

보조강사비  8 8       1,540,000 

스마트기기 활동교육 스마트기기활용교육 1 -       2,580,600 

평생교육지원 두근두근청춘제 두근두근 청춘제 5 50     12,000,000 

평생교육지원 디지털교육 어르신 디지털 교육 20 380       2,600,000 

취미여가지원

노래방 운영 1 -         871,200 

당구장 운영 24 213                 - 

서예실 운영 25 132                 - 

장기바둑실 운영 24 131                 - 

컴퓨터실 운영 25 119                 - 

탁구장 운영 25 357                 - 

프로그램실운영 1 -     10,285,000 

소   계 1,001 86,966 76,3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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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지연자원연계)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협력기관들을 개발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비롯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및 실천 기술들을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각각 

4주에 걸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본 복지관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지역과 노인이 

상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지역복지연계

유관기관 업무협약 5 5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 37 505 232,500

행복누리농장사업 26 308 -

소   계 68 234,489 232,500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지역자원개발)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들의 방역물품 후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 후원품 

전달은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불바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후원자를 개발하여 소외계층 및 자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 및 

활용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 간의 정과 서로를 돕고자 하는 노력들이 

대불노인복지관을 통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지역자원개발
후원자 개발 27 28 -

후원자 관리 11 62 -

소   계 38 90 -

2021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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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참여사업

사회참여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경험이 있는 회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비대면 봉사활동(전화상담, ZOOM활동 등)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봉사단과 동아리활동 등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면서 시대적 환경을 잘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사회참여지원

재능나눔사업 운영비 9 9 900,000 

재능나눔사업 참여자 관리 8 16 2,578,000 

재능나눔사업 참여자 황동 155 4,671 28,800,000 

노인자원봉사자 클럽 22 421 1,500,000 

소   계 194 5,117 33,778,000

  권익증진사업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 인권, 양성평등, 

학대예방, 권리 등의 특강을 실시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주제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어르신 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어르신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햇던 

대불어르신힘찬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속에서 이전보다 큰 규모르 

진행 할 순 없었지만, 복지관 회원들이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충분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자회, 체육대회 등 그간 어르신들의 기량을 힘찬 축제에서 

원 없이 보여주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노인권익증진

노인성교육 1 30 100,000

노인양성평등교육 1 30 100,000

노인인권교육 2 73 200,000

노인학대 예방교육 2 60 100,000

소비자피애 예방교육 2 69 100,000

대불어르신힘찬축제 2 69 42,000

이용자간담회 4 77 -

소   계 14 408 6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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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업

모금회지원사업 온택트방송국 “힘찬TV”

스마트시니어의 온라인 방송국 운영을 통한 정보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온택트(on-tact)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로 지역내 참여자를 모집하여 스마트시니어 구성 및 조직화하였고 

다양한 콘텐츠 기획, 유튜브 구독자 양성, 유튜브 라이브방송(건강·여가, 생황정보), 

지역사회를 위한 방구석 라이브 콘서트 등 콘텐츠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온라인 방송국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본 

기관의 차별화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대구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콘텐츠 기획 14 192 1,090,000

구독자 교육 20 300 1,050,000

맞춤형 온택트 방송 21 2,137 4,820,000

소   계 55 2,629 6,960,000

KT지원사업 시니어ICT리터러시 활동가 양성

지역 내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 ICT리터러시 활동가 양성 사업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서 비대면 활동으로의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계 작동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비대면 ZOOM활동, 키오스크 활용 등 노인들이 접하기 힘들고 사용법도 힘든 

프로그램들을 본 사업을 통해 숙달하면서 외부활동의 자유로움을 주고 지역사회화 융화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시니어ICT
리터러시 활동가

양상사업

시니어ICT활동가 양성 6 50 900,000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4 80 250,000

비대면서비스/키오스크 현장실습 7 70 796,800

사업평가회 1 10 150,000

소   계 18 210 2,096,800

모금회지원사업 경로식당 무인발권시스템 구축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복지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경로식당 비대면 

무인발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공동모금회 기능보강사업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사업

1 - 9,592,000

소   계 1 - 9,592,000

2021년 사업실적 

더불어 힘찬 대불노인복지관 _ 15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는 북구 관내 노인복지관의 지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등록 회원은 71명으로 작년대비 47%가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해 지쳐 있는 센터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상담을 진행하여 건강 및 안부확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교육·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운영 등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건강 캠페인도 실시하 

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미용종사자를 모집해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관리의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실제 현업에 있는 봉사자가 

봉사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재이용률과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센터내 평생교육·취미여가·정보화 등 15개강좌에 어르신 500여명이 신청접수해 

수강하였으며, 회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손소독, 발열체크, 실별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정서지원 및 치매예방을 

위한 옥상정원 상자텃밭사업 원예·아로마테라피사업을 신규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회원분쟁 및 이용상담 20 20 -

회원초기상담 71 71 -

이용중단회원상담 46 46 -

안부확인 388 388 -

회원증발급 71 71 1,336,500

회원증재발급 7 9 -

신입회원교육 71 71 -

건강증진지원
무료건강상담 1 11 60,000

이미용서비스 7 33 319,600

대현노인문화교실

강사료지급(1학기) 3 21 4,750,000

강사료지급(2학기) 5 35 8,995,000

건강체조1반 48 732 -

건강체조2반 28 429 -

시니어요가1반 51 786 -

시니어요가2반 31 444 -

국학기공 48 713 -

발건강체조 51 358 -

한글교실 22 214 -

실용한자 24 454 -

컴퓨터초급 20 278 -

컴퓨터중급 25 232 -

컴퓨터고급 26 330 -

스마트폰기초1반 30 189 -

스마트폰기초2반 16 154 -

스마트폰활용1반 33 315 -

스마트폰활용2반 16 150 -

이용자만족도조사 1 103 -

강사간담회 2 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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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대현노인문화교실
프로그램 회원모집 2 419 236,000

운영관리 1 - 300,000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93 206 -

홍보물품제작 1 - 1,300,000

리플렛제작 1 - 2,000,000

권익증진교육 소비자피해예방교육 3 43 -

옥상텃밭

옥상텃밭 분양 2 6 2,775,300

옥상텃밭 운영 15 35 -

나눔활동 2 33 -

치매예방프로그램 원예아로마테라피 10 200 6,018,000

소   계 1,292 7,619 28,240,4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협력 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독거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전달 및 물품 전달과 안부 전화를 제공한 노노케어사업, 관할 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 및 공공장소의 환경미화를 지원하는 근린공원지원사업, 사회복지 

시설의 환경미화와 시설 내 경로식당의 서포터가 되어주는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관할 

내 경로당 환경미화 및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에 이바지하는 경로당파견 

도우미사업, 관할 내 벽과 전봇대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지역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는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돕고 교내 

환경미화를 하는 초등학교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은 물론 지역 내 주민, 아동들 

에게 도움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노인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 노인의 본연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건 인원 집행예산(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노케어사업 관리 32 - 5,400,000

노노케어사업 활동 122 3,300 89,100,000

근린공원사업 관리 36 - 11,700,000

근린공원사업 활동 116 7,136 193,050,000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관리 34 14 3,960,000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활동 215 2,419 65,340,000

경로당파견도우미사업 관리 45 - 23,400,000

경로당파견도우미사업 활동 165 14,338 386,100,000

불법광고물정비사업 관리 34 - 7,380,000

불법광고물정비사업 활동 118 4,510 121,770,000

초등학교도우미사업 관리 34 - 2,160,000

초등학교도우미사업 활동 110 1,303 35,640,000

전담인력 인건비 13 26 48,802,000

소   계 1,074 33,046 993,802,000

2021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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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사업수입 33,624,300 4.0 인건비 391,231,212 46.0

보조금수입 708,203,000 83.3 업무추진비 9,668,030 1.1

후원금수입 39,867,760 4.7 운영비 61,559,404 7.2

차입금 - - 시설비 37,254,200 4.4

전입금 30,000,000 3.5 사업비 262,215,980 30.9

이월금 38,506,051 4.5 부채상환금 - -

잡수입 217,921 0.0 잡지출 113 0.0

예비비 및 기타 59,657,787 7.0

차년이월금 28,832,306 3.4

총계 850,419,032 100.0 총계 850,419,032 100.0

2021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보조급수입 993,802,000 100 사업비 993,802,000 100

잡수입 0 0.0 잡지출 0 0.0

총계 993,802,000 100.0 총계 993,802,000 100.0

2021년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보조금수입 135,000,000 100 인건비 80,133,940 59.4

잡수입 18,000 0.0 운영비 10,756,600 8.0

시설비 8,629,300 6.4

사업비 28,240,400 20.9

예비비 및 기타 7,240,000 5.4

차년이월금 17,760 0.0

총계 135,018,000 100.0 총계 135,018,000 100.0

2022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사업수입 101,730,000 11.7 인건비 448,220,800 51.8

보조금수입 707,248,000 81.7 업무추진비 10,800,000 1.2

후원금수입 1,600,000 0.2 운영비 76,680,760 8.9

차입금 1,000,000 0.1 시설비 27,000,000 3.1

전입금 15,000,000 1.7 사업비 290,373,000 33.5

이월금 31,672,851 3.7 부채상환금 1,000,000 0.1

잡수입 7,749,149 0.9 잡지출 2,000 0.0

예비비 및 기타 11,923,440 1.4

총계 866,000,000 100.0 총계 866,000,000 100.0

2022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보조급수입 996,376,000 100 사업비 996,376,000 100

잡수입 44,000 0.0 잡지출 44,000 0.0

총계 996,376,000 100.0 총계 996,376,000 100.0

2022년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보조금수입 135,000,000 96.4 인건비 89,735,240 64.1

전입금 5,000,000 3.6 운영비 9,209,760 6.6

이월금 17,760 0.0 시설비 700,000 0.5

잡수입 32,240 0.0 사업비 40,405,000 28.9

총계 140,050,000 100.0 총계 140,050,000 100.0

2021년·2022년 재정보고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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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2021년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

수입

항목 금액

지정후원금

공동모금회지원사업 8,780,000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9,592,000

마음방역지원사업 5,066,000

공기청정기지원사업 1,032,960

시니어ICT리터러시활동가양성사업 2,096,800

안심도시락지원사업 10,000,000

노인자원봉사자클럽사업 1,500,000

소계 38,067,760

비지정후원금 운영후원금 1,600,000

소계 1,600,000

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30,000,000

소계 30,000,000

전년도이월금
비지정운영후원금 6,883,040

동절기안전도시락 이월사업비 15,833,200

소계 22,716,240

총계 92,384,000

지출

항목 금액

사무비

제수당 6,202,84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38,430

사회보험부담금 626,220

수용비 및 수수료 3,682,960

소계 11,050,450

사업비

건강생활증진사업비 26,846,770

노년사회화교육사업비 2,580,600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비 1,500,000

공동모금회지원사업 6,960,000

시니어ICT리터러시활동가양성지원사업 2,096,800

공동모금회 기능보강 사업 9,592,000

마음방역지원사업 5,066,000

취약계층노인 식품지원사업 8,004,240

김장김치나눔사업 395,000

소계 54,642,170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1,655,000

차년이월금(후원금) 16,637,140

소계 395,000

총계 92,384,000

2021년 후원물품내역

후원자 품명 후원자 품명

코◯◯◯◯◯◯
분말소화기 108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08개
대◯◯◯◯◯◯◯◯ 화장품 10세트

대◯◯◯◯◯◯◯◯◯ 갤러시탭 10개 대◯◯◯◯◯◯ 계란 50판

대◯◯◯◯◯◯◯◯◯◯ 쌀 15포 코◯◯◯◯◯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장

대◯◯◯◯◯◯◯◯◯◯ 덴탈 마스크 4,000장 이◯◯ 신세계상품권 2,000원권 1장

대◯◯◯◯◯◯◯◯◯◯◯ 선풍기 19대 이◯◯ 신세계상품권 1,000원권 1장

대◯◯◯◯◯◯
마스크 1,020장, 마스크 
6,800장, 손소독제 20개

대◯◯◯◯◯◯ KF마스크 1,000장

중◯◯◯◯◯◯◯◯◯
치약 1,200개, 크림 200개, 

비비크림 50개
대◯◯◯◯◯◯◯◯◯◯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 
100개

대◯◯◯◯◯◯ 선풍기 10대 대◯◯◯◯◯◯◯ 3D스트마스크 800장

대◯◯◯◯◯◯◯ 등산양말 200켤레 대◯◯◯◯◯◯◯ 김장김치 70박스

이◯◯ 수박 22통 대◯◯◯◯◯◯◯ KF마스크 5,000장

대◯◯◯◯◯◯◯ 덴탈마스크 500장 대◯◯◯◯◯◯◯◯◯◯◯ 귤 6박스, 사과 2박스

대◯◯◯◯◯◯◯◯ 돗자리 27개 대◯◯◯◯◯◯◯◯◯ 방석 50개

대◯◯◯◯◯◯◯ 손선풍기 500개 대◯◯◯◯◯◯◯◯◯◯ 요소수 2개

우◯◯◯ 수제비 100개 대◯◯◯◯◯ 블렌더 80개, 가방 80개

대◯◯◯◯◯◯◯ 손소독제 100개 대◯◯◯◯◯◯◯◯ 쌀 10포 

대◯◯◯◯◯◯◯◯◯◯◯ 행복페이 1장(50만원 상당)

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0장

2021년 후원회원 명단

권 ◯ ◯ 김 ◯ ◯ 김 ◯ ◯ 박 ◯ ◯ 신 ◯ ◯ 이 ◯ ◯

김 ◯ ◯ 김 ◯ ◯ 대◯◯◯◯◯◯ 배 ◯ ◯ 이 ◯ ◯ 이 ◯ ◯

김 ◯ ◯ 김 ◯ ◯ 대◯◯◯◯◯◯◯ 석 ◯ ◯ 이 ◯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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