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회의록
구

분

내

일

시

2022년 3월 14일(월)~16일(수)

장

소

개별 운영위원 서면 보고

용

회의자료

2022년 제1차 동래구노인복지관 운영위원 서면 보고 자료

참 석 자

정응석, 권미선, 정원철, 이재정, 최효자, 김필자, 이병환, 김은숙 (총 8명)

결 석 자

1. 동래구노인복지관 이용 회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2.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센터 세입∙세출 결산 보고

회의 안건 3.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보고
4. 2022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주요추진사업내용
5. 동래구노인복지관 발전계획 및 방향

1. 성원보고
간사가 운영위원 8명 중 8명에게 방문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다.
2. (제 1,2,3,4,5호 의안)동래구노인복지관
-- 조효성 - 금번 제1차 시설운영위원회 서면보고내용은, 보고자료와 같
이 총 5개 사항이다. 먼저「동래구노인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이용 회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다.
회의내용

(동래구노인복지관 이용 회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보고)
2022년 2월 28일 기준, 총 등록회원 11,313명, 연 이용회원 20,176명이
다. 복지관 성별 회원현황은, 남성 회원이 4,395명이며, 여성 회원이 6,928
명으로, 약 61.%정도이다. 이용회원의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으며,
특히 75세~79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60대 어르신들의 이용율
은 비교적 적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1월부터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가취미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공문에 의거 노년사회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3월에 확산세가 정점이 지나면 4월에는 개
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사례괸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 등 찾아가
는 사업 위주로 진행이 하며,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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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환 – 노인일자리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지 묻다
-- 조효성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 사업 같이 대면사업은 비대면으
로 전환하여 전화안부확인을 하고 있으며, 지역환경개선사업 같이 야외에
서 하는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조효성 - 다음으로 이번 운영위원회의의 주요안건인「2021년 동래구
노인복지관 및 부설센터 세입 · 세출 결산」을 보고하겠다.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센터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센터 세입 총 예산액은 4,059,472,569원
이며, 총 결산액은 3,993,345,524원이다.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세입 총
예산액은 3,610,817,115원이며, 총 결산액은 3,547,013,539원이다. 2021년
노인복지센터 예산액은 294,465,634원이며, 결산액은 292,562,692원이다.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예산은

154,189,820원이며,

결산액은

153,769,293원이다.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회의내용

먼저,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결산을 보고하겠다. 2021년 동래구노인복
지관의 세입 예산은 3,610,817,115원이었으며, 결산은 3,547,013,539원으로
63,803,576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금수입, 사업수입이 감소하였기 때
문이다. 계속해서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세출 결산을 보고하겠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이 3,610,817,115원이었으며, 결산금액은 3,547,013,
539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미집행 되어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비에서 449,850,720원이 남
았다. 이에 차기이월금이 581,041,324원이 있지만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비
미집행 잔액을 반납이 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서 신규장
비 구입이 2021년 이루어질 예정었으나, 업체 선정과 시스템 구축이 늦어
지면서 2022년 상반기에 도입되면서 차액이 45,641,470원이 발생하였다.
-- 이재정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비가 여러 번 바뀌고, 시스템이 이
중으로 되면서 행정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의 안
전확인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 조효성 – 올 해 상반기에 신규장비 설치 예정이며, 응급안전요원이 하
반기에 한 명 더 추가예정으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결산(안) 보고)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2021년 노인복지센터 결산(안)을 보고하겠다.
동래구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의 세입 예산은 294,465,634원이며, 결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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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62,692원으로 1,902,942원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이용
자 수 감소와 12월 방문요양 어르신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업수입이
감소하였다.

노인복지센터의

세출

예산은

294,465,634원이며,

결산은

292,562,692원이다. 요양보호사 퇴사 등 인건비가 감소하였고, 이용자 수
감소로 인하여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에 걸쳐 전체적인 세출 예산이 감소
하였다. 부설센터의 결산(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
-- 김필자 –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심한데 어르신들의 건강은 괜찮은지
묻다.
-- 조효성 – 어르신들은 일일 평균 10~13명 정도 오고 있다. 어르신들은
주1회 PCR 등 자가키트를 이용하여 건강체크를 하고 있다.
-- 김필자 –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여 어르신들이 건강이 걱정이다. 앞으
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낮동안 보낼 수 있도록 당부하다.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결산(안) 보고)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결산(안)을 보고하겠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세입 예산은 154,189,820원이고 결산은
153,769,293원으로 420,527원 감소하였다. 이는 후원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세출 예산은 154,189,820원이고 결산
은 153,769,293원이다. 이는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운영
비 및 사업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 조효성 - 다음으로 「동래구노인복지관 후원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고하겠다.
(동래구노인복지관 후원금 조성·집행 현황 보고)
다음으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후원금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고하
도록 하겠다. 이월된 후원금은 45,021,821원이었으며, 후원금 총수입은
1,594,660원, 후원금 총지출은 6,775,421원이었다. 잔액 39,841,060원이다.
비지정후원금 잔액이 39,613,793원이며, 치매노인기능향상사업 및 복지현
안 지원사업 잔액은 회계평가비 124,000원, 103,000원으로 3월에 집행예정
이다.
2022년 1~2월 후원자는 총 43명으로 지역사회후원 36명, 민간단체후원은
7건이었다. 후원물품 수입과 사용은 12건으로, 노인맞춤돌봄 대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후원물품이 많았으며, 방역물품과 명절관련 떡국떡 지원이 이
루어졌다.
-- 최효자 –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면 적극 돕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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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성 –

용

다음으로 「2022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주요추진사업내용 및

동래구노인복지관 발전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하겠다.
(2022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주요추진사업내용 및

동래구노인복지관 발전

계획 및 방향)
-- 조효성 – 복지관은 6대 사업에 맞추어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
봄사업, 노년사회화교육, 건강증진사업,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은 2021년도 보다 사업량이 늘어 노인맞춤돌봄은 특화 전담
인력,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하반기에 응급관리요원이 더 채용될 예정이
다. 작년에 만족도가 높았던 미술프로그램과,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외
부지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외부지원사업에 신청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더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시로부터
기능보강비를 받아서 방수공사와 화장실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최효자 –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르신들이 제일 위험해 진 것 같다. 하
루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복지관이 개관하여 준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 정원철 – 코로나 시기에 우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특히 취약
계층은 더욱 더 우울감이 높다. 재가노인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느끼지 않
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 조효성 – 2021년도에는 소규모 나들이를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였으며, 올해도 재가어르신들을 위해 나들이, 명절서비스, 생신
서비스, 문화활동 등 다양한 정서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이병환 –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기분이 좋다. 장마 전 방수공사를 하여
강당에 물이 누수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 김필자 –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
-- 조효성 –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22년 1차 동래구노인복지관 운영위

원회 서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복지관에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린다.

동 래 구 노 인 복 지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