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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연혁

2013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1.10.10.~ 2012.8.3.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건축 (연면적 1,120.94� 용적율 91.65%) 남평읍 남평리 67-4 외 4필지

2012.10.18. 직영운영 근무 직원 배치 (지방보건6급,지방사회복지7,지방행정7급) 공무원 3명

2012.11.9.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집기 비치 및 통신망 설치 완료 행정지원과 전산‧정보팀

2012.11.16. 소방‧승강기‧전기안전‧무인경비, 화재보험 가입

자동차보험,영조물손해배상, 가

스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

보험

2012.11.16.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급식실, 세탁실, 목욕장 물품비치

2012.12.14. 복지시설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 보건소 보건위생과

2013. 1.4. 하순혜(복지6급)센터장 전입,요양보호사,영양사,조리사,운전원 기간제 계약 공무원1명,기간제4명

2013. 2. 주간보호실 운영 시작 ( 돌봄노인 정원 7명)

2013.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송영서비스 시작 (5인승 승용차량)

2013. 2. 빛가람 실버카페 설치 및 실내조경 기능보강 공사

2013. 2. 건강증진실 운영 시작 (담당:지방보건6급, 청년인턴2명)

2013.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공익형10, 교육형2, 시장형 6)

2013.3. 봄맞이 꽃심기 ( 메리골드, 백일홍)

2013.2.~4월 제1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7강좌 개설 추진 (참여인원 3,576명) 강사7명,일자리강사2명

2013. 3. 4. 경로식당 운영 시작 (예산액 44,726천원) 식재료 공개입찰/축협,농협

2013.3.18. 빛가람 실버카페 위탁운영 개시 (나주시 시니어클럽 위탁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2013. 3.28.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개관식 (참여600여명)
국회의원,시‧도의원,시장,노인회

장 경찰서장,남평읍장 등 20여명

2013. 4. 복지센터 주변부지 매입 : 남평리 63-3 (답 329�) 151,669천원 2013년 주민참여예산

2013.4.20.(토) 토요 문화공연 관람 나들이 ( 목포 시민문화 체육센터)

2013.5. 제1차 복지시설이용 만족도 조사

2013.5.~7월 제2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10강좌 추진 (참여인원 2,905명) 강사7명(일자리강사2명)

2013.5.8. 어버이 날 ‘풍물 놀이패 문화공연’ 추진

2013. 7.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 위촉 (민간5명)

2013.7. 제2차 복지시설이용 만족도 조사

2013.8.7. 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13.8.~10월 제3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10강좌 추진(참여인원14,728명) 강사7명,일자리강사2명,

2013.10. 제3차 복지시설이용 만족도 조사

2013.11. 여가시설이용자 관리 전산화 구축 “복지종합시스템 설치”

2013.11. 가을맞이 꽃(꽃 배추) 심기

2013.11.~12월 제4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10강좌 추진(참여인원2,000명) 강사8명,일자리강사2명

노래교실,요가교실, 사교댄스, 한자교실, 한글교실, 하모니카,장수춤, 탁구교

실, 우리가락,건강교실 등
 

 > 복지관소개 연혁연혁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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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6.~ 2014.2.3.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 (계약처 : 유비넷)

2013.12.24. 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13.1.~12.
자원봉사자 참여인원(연522명) 남평새마을봉사회,금천선교교회, 나주시어린

이집연합회,동그라미 봉사회, 남평중앙교회 등
 

미용봉사, 염색봉사, 네일아트, 배식봉사, 환경정화, 발혈서비스, 웃음치료, 한

방진료, 붕어빵 나눔 등
 

2013.1.~12. 사회복지학 전공생 ‘사회복지현장실습’ 6명 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

2013. 1~12.
노인복지시설기관견학(8개소:빛고을 노인복지타운,효령타운,목포이랜드노인

복지관,순천노인종합복지관등)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4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1.6. 박춘희(복지6급) 센터장 전입 하순혜(복지6급/1년 재직)전출

8.4. 남미옥(복지7급) 주무관 전입
김지연(복지7급/1년9개월 재직)

전출

8.6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차)

8.25 3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14개/강사12명)

11.10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차)

11.13 냉·난방기 구입 (목욕장 1대)

12.1 김*임(조리사) 채용
박*심 조리사(1년10개월재직)퇴

직

12.31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 채용 안*신(영양사), 윤*순(요양보호사),홍*무(운

전노무원)
이*식(운전원 2년재직) 퇴직

2015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1.2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카페” 운영업체 선정

2.3 화장실 및 경로식당 벽면 보수공사

4.15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차)

5.7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5.13 1층 하수구 배관 막힘 공사

5.30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채용 이*심(조리사) 김*임(조리사) 퇴사

6.16 경로식당 출입문 방충망 설치

6.19 경로식당 하수구 막힘 수리

7.1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채용 채*원(영양사) 안*신(영양사) 퇴사

7.27 기계실 누수 보수

8.12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2차)

11.2 2층 사무실 출입문 철제 도어 보수 교체

12.8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카페” 운영업체 모집 공고 시니어클럽 위탁

12.10 프로그램실 바닥난방시설 수선 (3층서예실 )

12.18 3층 샤워실 및 자원봉사실 난방 시설 수선

12.31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채용 이*심(요양보호사), 김*임(조리사), 홍*무(운

전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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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2.2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

2.23. 이경원(보건6급) 센터장 전입
박춘희(복지6급/2년1개월 재직) 

전출

3.16 송영서비스 중형 승합 공용차량 구입(스타렉스 11인승)

4.4 강당 접이식 의자 구입(150개)

4.20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프로그램 12개/ 강사 12명 )

6.7 기계실 물품 보관을 위한 선반제작 (1층)

7.14 공영주차장 옆 자전거 주차장 추가 설치

8.22 강당 음향기기 CD MACHA 교체

10.4 건강증진실 난방 시설 수리 (전기판넬, 장판, 몰딩 교체)

10.6 2.3층 화장실 하수관 수리 (5곳)

11.1 남·여 화장실 및 세탁실 타일 들뜸 보수공사

11.12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2.21 송년어울림 위안 잔치 발표회 제1회

12.31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채용

채*원(영양사), 이*심(요양보호사), 김*임(조리사), 김*광(운전원)
홍*무(운전원 기간만료퇴직)

2017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2.23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시(건축,전기,소방,가스 및 시설 전반)

3. 9. 냉·난방기 실외기 부품 교체 수리(냉매, 전동변코일)

3.10. 소방시설 시각전원반, 피난구 유도등 5개 교체

4.4. 온수기 금수동관, 콘트롤박스 교체 수리

4.17.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프로그램 12개/ 강사 12명 )

5.4.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5.31.
노인복지시설 직원 채용

김*나(영양사), 서*남(요양보호사)

이*심(요양보호사)퇴직

채*원(영양사) 퇴직

7.14. 김정순(보건6급) 센터장 전입
이경원(보건6급/1년5개월 재직)

전출

7.15. 김판순(행정7급)주무관 전입
남미옥(복지7급/2년11개월 재직

)전출

7.24 3층 다목적실 중간벽 철거 및 미닫이 연동도어 설치

8.8. 경로식당 방역소독 및 물탱크 청소

8.10.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프로그램 12개/ 강사 12명 )

9.11. 경로식당 가스렌지 노후 화구 교체

9.27 안내간판 및 현관유리문 안내 띠 보강 설치

10.16 옥상방수 공사 시행

10.30.
건강증진실, 주간보호실 건강보조기구 구입

(안마의자1, 올열매트3, 좌식 싸이클2, 발마시지1, 어깨 맛사지기6)

11.7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11.20 사회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프로그램 12개/강사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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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송년 어울림마당 행사(서예작품전시, 회원발표회 및 전문공연단 진행)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8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2.27 안내 및 홍보게시판 제작(1층현관, 2층사무실, 3층건강증진실)

2.27 국가안전진단 자체 안전점검 실시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및 시설전반)

3.2 기간제 (조리보조원)채용 장*진

5.3 1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5.8 어르신 및 신규회원 홍보물품 배부(손가방, 지압용 갈고리 200개)

5.23 건강보조기구(안마의자) 엔진모터 교체

6.1 건강증진실 두타베드 수리(외피 및 메인기판 교체)

6.4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수리(POWER LINK-L 센싱 보드 교체)

7.12 3층 강당 앰프 입력보드 수리(코드&커넥터 교체)

7.26 경로식당 주방 환풍기 배기모터 수리 교체

8.29 옥상 방수공사 하자보수 요청 (3층복도, 화장실, 건강증진실 누수)

8.30 남평재가 프로그램 운영 플래카드 홍보

8.31 2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0.23 경로식당 하수구 막힘 수리 (청소, 뚫기)

11.19 야외쉼터 벤치도색 수리

12.3 3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2.14
2018년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어울림 마당 행사 개최 (서예작품 전시, 하모

니카 발표 및 전문공연단 계약 공연 진행)

2019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1.4 김귀실(복지6급) 팀장 전입
김정순(보건6급/1년5개월재직)

퇴직

2.15 1월 신규 등록 회원 간담회 개최

3.6 다목적3실 전기판넬 공사 시행 및 건강보조기구 구입

3.15 2월 신규 등록 회원 간담회 개최

3.29 건강증진실 발 마시지 수리

3.29 승강기 인버터(HIVD 2000SS-7.5KW) 수리 교체

4.16 3월 신규 등록 회원 간담회 개최

5.2 1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6.4 사회교육 뇌블럭 프로그램 운영 강사 계약 체결 임*순

6.17 3층 복도 벨트마사지기 구입 (1대)

6.27 기간제 근로자 조리보조원 퇴직 장*진

7.22 기간제 근로자 조리보조원 채용 임*양

7.24 자체 직원 소방대피훈련 실시

8.9 기간제 근로자 조리사 채용 김*덕

8.14 2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9.20 조리실 전기밥솥(3단) 교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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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3층 프로그램실 금영노래방기기 업그레이드

10.14 건강증진실 어깨마사지기 수리

11.14 기간제 채용 (조리사, 조리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11.20 노년기의 바른 식생활 식습관 개선교육

11.22 3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2.4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남평재가 어르신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0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0.1.13. 화장실(1층), 목욕장 타일보수

1.19. 장현정(보건8급) 주무관 전입
김판순(행정7,2년6개월재직) 전

출

2.19. 심뇌혈관 질환 및 우한 코로나 감염증 예방교육

2.23. 우한 코로나 1급 전염병관리 ‘심각단계’ 전염예방 임시휴관

3.11. WH0 우한코로나 팬데믹 선언

7.3. 경로식당 식탁 칸막이 설치 및 노후벽면 페인팅

7.5. 임영희(복지6급) 센터장 전입
김귀실(복지6급,1년6개월재직)

전출

7.14. 노인 안부살피기 (행복 콜) 추진

7.14. 취약노인 대형빨래(이불) 세탁서비스 추진

8.10. 홀로사는 어르신 간식(전통과자, 우유) 전달

10. 8. 노인여가복지시설 직원 소방교육 및 대피훈련

10.10.~ 10.30. 코로나 팬데믹 재난 긴급생활지원 파견 지원근무(공무직 2명) 빛가람동

10.20. 코로나 극복 취약노인가구 손소독제 제작 전달

11. 5.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정비 (프런트 노후벽면 페인팅)

11. 6. 노인여가복지시설 오‧폐수관 준설공사

11. 8. 배건웅(복지9급) 주무관 전입 장현정(보건7급,9개월재직)전출

11.16. 천연이끼식물 액자만들기 특별 프로그램 추진

11.23. 우한 코로나 예방 전문업체 방역소독 추진

12.11. 취약계층 노인 특별이벤트 장바구니 전달

2021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1.14. 노수미(사회복지주사보) 주무관 전입 배건웅(복지9,2개월 재직)전출

1.21. 코로나 블루극복 ‘어르신 행복-콜’ 안부살피기 개시

2. 8. 취약계층 어르신 주거환경정비 서비스 추진

2.22.~10.30. 복지시설 방역소독 전담요원 배치 (김*온)

2.24. 복지시설 환경정비 (프런트 공간 페인팅)

3.2.~3.19. 우한코로나 극복 3차 긴급 민생지원 직원(김종광) 파견(빛가람동)

3.11. 코로나 블루극복 무릎담요 전달 안부살피기

4.16.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가구 손소독제 제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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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취약계층 가구 대형빨래 세탁서비스

5. 7. 1차 운영위원회 회의

5.14. 추억의 영화 상영 (영화제목: 친정엄마 )

6. 2. 코로나 블루극복 ‘각-티슈 디자인 케이스 나눔’

6.30. 서수남 (요양보호사) 정년퇴직 건강증진실 담당

7.1. 하순혜팀장(센터장) 전입 임영희팀장(6개월재직) 전출

7~9월 코로나 예방 방역전담 인력(1명) 배치

7.1.~ 코로나 예방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마스크 전달’

7.12~9.30. 폭염경보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

7.16. 취약계층 노인가구 주거 방역 및 환경정비 20가구

7.19. 세탁실 수납공간 제작 설치

7.19. 1층 화장실, 식당 오폐수 처리

7.19. 노인복지시설 환경정비(명언‧건강생활 안내문)

7.19. 2층 힐링쉼터 방역소독 정비

7.21. 전문기관 복지시설 방역소독

7.23. 노인복지시설 화단 맨드라미 심기

7.00.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MOU 체결

7.26. 강당 프로그램 책상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 30개

7.26.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구역’ 분재설치 12개

7.27. 노인복지시설 프런트 바닥 묵은 떼 세척 및 방역소독

7.26. 코로나 블루극복 취약계층 어르신 밑반찬 및 간식전달

7.28. 디지털 체험-존 키오스크 교육장 설치 운영

7.28. 노인여가복지시설 주변 폐기물 처리

7.29. 코로나 블루 극복 취약계층 주거방문 방역소독서비스 20가구

7.30~ 코로나 블루극복 ‘청결비누 나눔’서비스 50가구

7.30.~8.4. 노인복지시설 정원 칡뿌리 및 대나무 등 잡목 제거

8.2.~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강당: 20명)

8.4.~8.12. 정원 잔디 에취기 작업정비 및 후문 인도 유실토사 정비

8.11. 건강증진실 후문 출입구 계단난간 녹물제거 등 물청소 방역소독

8.13. 노인여가복지시설 보호구역 확보 화분설치 (13개)

8.19. 주 출입구 노후훼손 계단 실리콘 보수

8.27. 코로나 극복 복지시설 내부 전문업체 방역소독 (3차)

8.27. 보안 지문인식기 교체 및 자동출입문 보수

9.1.~9.17. 추석맞이 ‘종합선물세트’특별서비스 지원

9.3. 정원 잔디 및 주변필지 에취기 작업정비

9.10.~9.13. 경로식당 남문 화단 자갈 덥기

9.14. 2차 폐유활용 청결비누 만들기 (50리터)

9.14.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김빛나(영양사) 전라남도지사 표창’ 수상 노인복지기여

9.1.~9.30. 9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연인원 60명)

10. 1.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음악방송 송출개시 12:00~13:00

10. 8. 코로나 극복 복지시설 내부 전문업체 방역소독 (4차)

일자 주요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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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0.29 코로나 블루극복 ‘탱자향‧탱자청’ 나눔 서비스 100가구

10.6.~11.26.
노후 조명기구 LED로 직원 직접교체 설치

1차: 조리실,사무실 2차 : 경로식당 3차 : 프런트, 복도, 화장실
(설치업체고액인건비 절감)

10.12.~10.25. 출입구 테라스 오일스테인 및 벽 보수 페인팅

10.12. 꽃손 셀프 네일아트 코너 운영개시

10.12.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김종광 전라남도지사 표창’수상 노인복지기여

10.14 정원 잔디 및 주변필지 에취기 작업정비

10.25. 강당 노후암막 블라인드 교체 (5개)

10.25. 경로식당 조리실 ‘방범‧방충문’ 설치

10.27.~10.28. 경로식당 조리실 방역소독 일제 대청소

11.1.
키폰 전화기 IP전화기로 교체 및 전화번호 (2861~2864 ⇒ 4871~4879)로 변

경
 

11.15.~11.19. 방수 크레인 작업

11.22.~11.24. 경로식당 바닥 세척 및 왁스 페인팅 작업

11.2.~11.16.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강사2명, 104명= 초급반41명, 중급반 63명)

디지털 키-오크스 체험존 교육결과 (강사3명, 16일간, 384명 참여)

12.1.~12.27. 노후조명기구 led 교체 (4차~8차) 총 예산액 4,534천원 예산절감액 18,377천원

12.3.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홍보 가방 제작 1,000개

12.24. 2023년 계약직 최종합격 공고(조리사, 취사원, 물리치료사)

12.9. 2층 프로그램실 앞 실내정원 조성

12.2.~12.17.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초급반(강사4명) : 수,금요일 10:00~12:00, 19명*6회=114명 서포터즈 강사 3명

- 중급반(강사3명) : 월,수,금요일 14:00~16:00 8명*8회=64명 서포터즈 강사 2명

- 키오스크 체험존(강사2명) : 월,수,목,금요일 10:00~16:00 8명*20회

12.10. 성탄맞이 깜짝이벤트 : 20가구/ 5종 종합선물세트

12.10. 하반기 소방교육 및 대피훈련

12.24~12.29. 2021년 2차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코로나 팬데믹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2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1월

청춘드림! 헤어염색 특별서비스 추진 (1차 3명)

설날맞이 어르신 품위유지 생활용품 지원 (티슈케이스 33가구)

마음방역 안부살피기 (191가구)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7명) 자활사업 (1명)

서비스 역량강화 직원교육 (4회)

사무실 출퇴근 홍체 생체인식기 설치

22년 1월 17일 오은(주무관) 전입 노수미 주무관(1년 재직) 전출

2월

우한코로나 감염 병가 (팀장,주무관,운전원,취사원)

우한코로나 대응 협업지원 (요양병원방역점검,열감지시설관리,중증환자물품

지원, 신속항원검사 예방 자가격리자 전담관리, 복지시설 예방지도 단속•계도

등)

보건소,총무과 축산과,안전재난

과 복지시설팀

3월

봄맞이 환경정비 및 화단가꾸기

취약가구 3월 쑥버무리 •칫솔세트•마스크 지원 안부살피기 (6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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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약가구 3월 쑥버무리 •칫솔세트•마스크 지원 안부살피기 (60가구)

노후복지시설 벽 크렉보수 및 파손 콘센트 직접보수 예산절감

4월

노인 디지털 종합역량강화 체험-존 설치 교육개시 (강사 4명)
키오스크,테블릿3대 ai스피커 등

고가장비 전남도 지원
키오스크 현장교육(1층), 역량강화교육(3층 강당) : 64명

명사초청 친절교육 (4회)

직원 단합대회 다도 호수변 나들이 (8명, 야외점심)

어르신 특별 창작활동 프로그램 운영 (57명) - 나만의 부채만들기, 폰가방, 손

타월, 소금 테라리움 만들기 - 종이접기를 통한 즐거운 우리집 만들기, 디자인 

계란 만들기

비예산, 재능기부

복지시설 환경정비 (계단 명언붙이기, 야외쉼터 잡초제거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관리 시작 개관 운영준비 4.25.

5월

경로식당 운영 재개 : 1,094명 이용, 세외수입 1,738,000원

건강증진실 이용 재개 : 1,155명 (1일 평균 55명 이용)

배식 등 자원봉사 참여 : 8개 단체 140명

디지털 역량강화 3종 교육결과 : 586명

경로식당 4찬 식판 및 국그릇 구입 : 100세트

어버이날 잔치 (절편 나눔)

무더위 쉼터 개시 5.17.~9.30.

엘리베이터 조명기구 led 교체 및 조도 높이기

복지관 홍보 큐알코드 제작

유휴부지활용 완두콩 추수 무더위 쉼터 간식나누기

평생교육 강사 모집공고 및 계약 박*주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수요조사 (대상 230명) 230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만족도 조사 (대상 100명) 만족율 97%

복지관 외벽 크렉보수 작업

서예교실 운영개시 (신청자 20명) 강사 박*실

한글교실 운영개시 (신청자 13명) 강사 박*주

6월

경로식당 운영 : 1,459명 이용, 세외수입 2,410,000원

건강증진실 이용 재개 : 1,155명 (1일 평균 55명 이용)

배식 등 자원봉사 참여 : 10개 단체 240명

디지털 역량강화 3종(1층,2층,3층) 교육결과 : 640명

정원 매실(3그루) 수확 (8kg; 매실청 천연조미료 및 장아찌용)

서비스 역량강화 직원친절교육 (4회)

소방안전 소화기 교체 (18개)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교체공사

직원 건강증진의 날 참여 (‘영화관람하기’ 1조 : 운전원, 취사원)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작업 총무과

요가교실(1,2반) 운영개시 강사 정*자

하모니카 교실(1,2반) 운영개시 강사 조*애

복지시설 환경정비(칡넝쿨 제거, 화단잡초 제거,야외쉼터에취기 작업등)

경로식당 운영 : 1,775명 이용, 세외수입 2,661,000원

건강증진실 이용 재개 : 1,260명 (1일 평균 60명 이용)

배식 등 자원봉사 참여 : 16개 단체 265명

일자 주요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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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배식 등 자원봉사 참여 : 16개 단체 265명

나누리 동호회(국립전파 연구원) 배식봉사 및 수건세트 나눔행사 고급타월 세트 100여개

디지털 역량강화 3종(1층,2층,3층) 교육결과 : 1,677명

서비스 역량강화 직원친절교육 (4회)

에어컨 수리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 3층)

4대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 위촉 (민간인 4명)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전원참석 5명)

행복한 공예 프로그램 운영 개시 (총10회 중 1회) 천연염색박물관 협업

제2차 직원 건강증진의 날 행사 추진 (2명 참석; 김*나, 임*란)

나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노인디지털 종합역량강화교육) 총무과

조리사 (김*덕) 퇴직

취약가구 대상 행복-콜 안부살피기 (191가구/ 월2회)

복지시설 환경정비(실외정원 에취기작업, 출입구물청소,맨드라미심기)

8월

경로식당 운영 : 1,775명 이용

건강증진실 이용 재개 : 1,260명 1일 평균 60명

배식 등 자원봉사 참여 : 13개 단체 269명

남평재가노인복지관 & 재)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업무협약(MOU) 공예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3층 강당) 교육결과, 132명 강사 4명 수,금 10:00~16:00

디지털 체험 존 교육(2층 프로그램실) 교육결과 강사 2명 월~금 09:00~17:00

디지털 키-오스크 교육(1층 프런트) 교육결과 강사 2명 월,수,금 09:00~17:00

디지털 찾아가는 교육 (신촌‧노동경로당) 교육결과 강사: 3명 화,목 13:00~17:00

서비스 역량강화 직원친절교육 4회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기간제 직원(조리사)모집공고 및 면접,채용 최*숙

행복한 섬유공예 프로그램 운영 : 10명 강사 3명 천연염색문화제단 협업

무더위 쉼터 운영

어르신 마음방역 안부살피기 255가구

9월

경로식당 운영 : 1,647명 이용

태풍11호 '한남로'로 인한 임시휴관(2022.9.6./1일간)

건강증진실 이용 재개:1260명 (1일 평균 60명 이용)

배식 등 자원봉사 참여 : 9개 단체 238명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3층 강당) 교육 강사 3명

시니어 3D펜 모델링 교육운영 : 13명 강사 3명

디지털 찾아가는 교육(신촌·노동경로당)교육 교육생:35명  

구강 건강지원 틀니 세척기 설치 : 1대 보건소 연계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반 교육 : 15명  

무더위 쉼터 운영  

경로식당 운영 : 1,647명 이용

건강증진실 이용 재개 : 1,260명 (1일 평균 60명 이용)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배치 : 13개 단체 239명 1365자원봉사포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월32시간 16회, 2개반, 426명 지원강사 3명

시니어 3d펜 모델링 교육 : 월8회, 32시간, 59명 지원강사 4명

디지털 찾아가는 교육(신촌‧노동경로당):월8회,32시간, 35명 지원강사 3명

일자 주요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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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디지털 찾아가는 교육(신촌‧노동경로당):월8회,32시간, 35명 지원강사 3명

행복한 섬유공예 교육 : 월4회, 16시간, 40명 지원강사 4명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반 교육 : 월4회, 8시간, 15명 시간전문강사 1명

한파 쉼터 운영 개시 (건강증진실/3층)

어르신 마음방역 안부살피기 191가구/ 2회

노후 복지시설 출입문 유지보수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계획예산 절감액 4,598천원

영양사(김*나, 4년10개월 근무) 퇴직 일반노무직, 결혼

공무직(행정사무원, 일반노무원) 모집 공고 (총무과) 사회복지사, 영양사

11월

경로식당 운영 : 1,723명 이용

건강증진실 이용 재개 : 1,100명 1일 평균 50명

자원봉사자 모집 · 교육 및 배치 : 12개 단체 267명 1365자원봉사포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월45시간 18회, 2개반, 136명 지원강사 4명

시니어 3D펜 모델링 교육 : 월8회, 32시간, 49명 지원강사 3명

디지털 찾아가는 교육(신촌‧노동경로당):월18회,36시간, 315명 지원강사 3명

우리마을 탄소중립 실천교육 및 친환경 비누만들기 : 15명 전남기후 네트워크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반 교육 : 월4회, 8시간, 17명 전문강사 1명

한파 쉼터 운영 (건강증진실/3층)

어르신 마음방역 안부살피기 255가구

노후 복지시설 보수

( 기계실 · 2층 화장실 환풍기 교체 1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보수, 출입구 화단)
자체보수

제1회 전라남도 디지털 배움터 온라인 장학퀴즈 대회 참가

-‘사랑의 문자상’ 2개팀(지화장팀, 드들팀) 수상

10팀-목포,여수,구례 등 

3팀-남평복지관 참여

하반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 만족도조사 (11.14.~11.25) 2주간, 100명대상

서예교실‧한글교실‧요가1,2반‧하모니카1,2반 (6개반) 493명 참여자 평균연령 73.2세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근로 지원사업 종료 (9~11월) 2명(여)

노인쉼터 (무더위 ‧ 한파) 고정표지판 제작 설치 1,2층 출입구 2개

12월

경로식당 운영 : 1,685명 이용

건강증진실 이용 재개 : 1,320명 1일 평균 60명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배치 : 13개 단체 267명 1365자원봉사포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월45시간 18회, 2개반, 136명 강사 4명

사회복지사 첫 임용배치 (12월13일) 조*우

영양사 임용배치 (12월20일) 김*원

노인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교실 운영

1 함초소금만들기

2 허브아로마 테라피방향제 만들기

3 소떡소떡 만들기

4 라벤더 천연화장품(핸드워시)만들기

5 반려식물 테라리움(스투키) 만들기

6 찹쌀 김부각 만들기

7 하바리움 무드등 만들기

8 라벤처 천연샴푸 만들기

9 짱돌이 갓김치 담그기 체험

10 적양파 염색 손수건 만들기

10종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반 교육 : 월4회,8시간,17명, 자격취득6명 전문강사 1명

한파 쉼터 운영 (건강증진실/3층)

어르신 마음방역 안부살피기 255가구

일자 주요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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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마음방역 안부살피기 255가구

하반기 운영위원회 회의 전원참석

2023년 기간제(1년) 직원 공개 채용 (물리치료사, 조리보조)

서예교실‧한글교실‧요가1,2반‧하모니카1,2반 (6개반) 432명

2022년 소방교육 및 대피훈련 전직원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3년

일자 주요내용 비고

1월

경로식당 운영 : 1,827명 이용

건강증진(물리치료)실 이용 : 1,200명 1일 평균 60명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배치 : 11개 단체 254명 277시간 1365자원봉사포털

한파 쉼터 운영 (건강증진실/3층)

2023년 1분기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수강신청 : 12과목 15교실 2주간

어르신 마음방역 안부살피기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키-오스크) 셀프 교실

노인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교실 운영 (6개 교실)

1 찹쌀 김부각 만들기 교실

2 허브아로마 테라피방향제 만들기 교실

3 라벤더 천연핸드워시 만들기 교실

4 라벤처 천연샴푸 만들기 교실

5 적양파 천연염색 손수건만들기 교실

6 하바리움 무드등 만들기 교실

공모사업

전문 안마서비스 추진 : 80명 / 전문안마사 4명, 14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코로나 극복지원 및 어르신 품위유지지원 특별서비스

1 새해맞이 선물꾸러미 나눔 (122명)

2 설맞이 품위유지 청결꾸러미 (150명)

3 국립전파연구원 나누리봉사단(대표 손서중)떡꾸러미 나눔(150명)

4 남평지역어린이집원장봉사단 귤 나눔 (30kg) 150명

경로식당 중식지원 후

소방안전 (위탁)점검 �한길소방

경로식당 안전 위생교육 3명

2월

경로식당 운영 : 1,972명 이용

건강증진(물리치료)실 이용 : 1,200명 평균 60명/일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배치 : 12개 단체 279명 318시간 1365자원봉사포털

한파 쉼터 운영 (건강증진실/3층) - 2022.10.24.~ 2023. 2.28. (90일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2과목 15교실 20일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장 (키-오스크) 운영 / 프런트 (1층)

전문 안마서비스 추진 : 80명 / 전문안마사 4명, 14시간 매주 월요일

다중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 방역 : ** 아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24조 의거

시설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CCTV 추가설치 (6대)

경로식당 안전 위생교육

- 개인위생관리 및 작업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
조리실

대학생 행정 체험생 근무 (1.16.~ 2.10) **대학교 양*경

직원 건강증진의 날 운영 (1조: 4명) 나주시 계획

운전‧시설관리 직원 전출 및 전입 이*호 전입 김*광 전출

경로식당 운영 : 2,184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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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건강증진(물리치료)실 이용 : 1,200명 평균 60명/일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배치 : 13개 단체 273명 290시간 1365자원봉사포털

여가·취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2과목 16개반 1,382명 외부강사 12명

특별서비스 (생신축하파티, 배추나눔,구운계란파티) 지원 3회 : 222명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장 (키-오스크) 운영 / 프런트 (1층)

전문 안마 서비스 추진 : 80명/ 전문안마사 4명, 14시간 매주월요일

발관리 서비스 : 64명 / 전문관리사 8명, 4시간/월 매주 수요일

경로식당 안전 위생교육 - 식재료 위생관리 & 전기안전관리 경로식당

복지시설유지보수 관리 : 3회차 (야외쉼터, 주출입구 계단보수, 경로식당 자재

실)

직원 건강증진의 날 운영 (2조: 4명)

복지관 정원내외 봄맞이 꽃 심기 : 5종 ( 팬지,마가렛,베이지,비올라,금잔화) 360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공익형 18명, 서비스형 2명) 20명

공공근로·장애인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관리 2명) 2명

자율이용 시설운영 [ 헬스장·바둑교실(3층) &힐링쉼터(2층)] 주5일/8시간

4월

경로식당 운영 : 1,945명 이용

건강증진(물리치료)실 이용 : 1,200명 평균 60명/일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배치 : 11개 단체 254명 281시간 1365자원봉사포털

노인여가·취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2과목 15개반 -1,085명 외부강사 1 명

특별서비스(생배추15포기,베이커리30개,생수1,000개,황사방역 마스크 2,00

0개)
푸드뱅크, 굿네이버스

디지털 현장실습(12종류) 교육장 (키-오스크 운영: 200명) 프런트/1층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장 : 월·수요일(주2회*4시간/61명) 강당/3층, 강사4명

컴퓨터 교실(한글,파워포인트) :목·금요일(주2회*4시간/48명) 프로그램실/2층,강사3명

전문 안마 서비스 추진 : 80명/ 전문안마사 4명, 14시간 매주월요일

발관리 서비스 : 64명 / 전문관리사 8명, 4시간/월 매주 수요일

경로식당 안전 위생교육 (식중독, 안전관리) 경로식당

복지시설유지보수 관리 : 후문 계단,유리창·출입구, 야외 쉼터 잔디깍기 4회

직원 건강증진의 날 운영 (1조: 4명/물리치료사,조리사 외

사회복지사 배치 시작 (손**)

사회복지시설 복지도우미 배치 시작 (김**) 2023.4.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공익형 18명, 서비스형 2명) 20명

공공근로·장애인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관리 2명) 2명

자율이용 시설운영 [헬스장·바둑교실(3층) &힐링쉼터(2층)] 주5일/8시간

2/4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 (4.10.~ 4.14.) 213명 참여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직원 소방교육 및 대피훈련

일자 주요내용 비고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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