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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제105회기 사회복지재단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대표이사 소강석

상임이사 고영기

1. 조직

∙ 대 표 이 사 : 소강석 ∙ 상 임 이 사 : 고영기

∙ 이       사 : 소강석 고영기 배광식 김정호 정신길 손병덕 양숙미 서순애

∙ 감       사 : 반원국 박  철

2. 회의

1) 이사회

(1) 제16기 제7차 이사회

 일 시 : 2020. 9. 21(월) 11:00

 장 소 : 새에덴교회

 결의사항

① 법인대표이사 김종준의 사임에 따라 이사 중 호선하여 이사 소강석을 법인대표이사로 선임하

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의하다.

② 임기 만료된 상임이사 최우식의 후임은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따라 제105회기 대

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무 고영기를 선임하기로 정신길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2) 제16기 제8차 이사회

 일 시 : 2020. 10. 23(금) 11:08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대표이사 호선에 따른 이사 공석으로 정관 제16조에 의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배광식(1954.10.15.)의 이사 선임을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

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② 선한이웃재가노인돌봄센터가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

하던 장기요양기관(2-27260-00014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지정 취소 신청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정신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③ 양천해누리복지관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정신길 이사

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 표(개정안) 생략

④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및 시장형사업단(애노쉬, 돌치, 커피팩토리),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하기로 정신길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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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시설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다음과 같이 승인하기로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손병

덕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 표(추경안) 생략

(3) 제16기 제9차 이사회

 일 시 : 2020. 12. 16(수) 15:00

 장 소 : 비대면회의(모바일메신저)

 결의사항

① 2021년도 법인의 사업계획을 붙임1과 같이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붙임2와 같이 편성

하기로 고영기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② 감사 반원국의 임기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정관대로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

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③ 더사랑데이케어센터 시설장 서교자의 사임에 따라 후임으로 김승희(1962.06.24.)를 임명하

기로 양숙미 이사의 동의와 정신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④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장 주남식의 정년퇴임에 따라 후임 시설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채용 결과를 보고 받기로 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정신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표(인

사위원회) 생략

⑤ 양천해누리복지관의 2021년도 이용료 산정(안)은 붙임3과 같이 승인하기로 양숙미 이사의 

동의와 고영기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⑥ 희망일굼터보호작업시설과 양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규정 개정(안)은 붙임4, 5

와 같이 개정하기로 양숙미 이사의 동의와 정신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⑦ 운영시설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은 붙임6과 같이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최미경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4) 제17기 제1차 이사회

 일 시 : 2021. 2. 24(수)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2021년 2월 14일 자 임기만료 되는 감사 반원국을 정관 제18조(임원의 임기 등)에 따라 연

임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최미경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② 강북구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기관 모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로 최미경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 표(시설표시) 생략

③ 영유아보육시설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승인하기로 손

병덕 이사의 동의와 최미경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 표(추경 및 예산안) 생략

(5) 제17기 제2차 이사회

 일 시 : 2021. 3. 15(월)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2020년도 법인 결산과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를 붙임1, 2와 같이 각각 받기로 손병덕 



사회복지재단 보고❙619

이사의 동의와 정신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② 장흥노인전문요양원 및 장흥군노인요양센터의 운영규정을 붙임3과 같이, 양천해누리복지관 

및 해누리하우스, 드림하우스의 운영규정을 붙임4와 같이, 선한이웃재가노인돌봄센터의 운

영규정 및 취업규칙을 붙임5, 6과 같이, 양천해누리복지관 활동지원사업 운영규정은 붙임7

과 같이 제정 및 개정하기로 배광식 이사의 동의와 정신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③ 운영시설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결산은 붙임8과 같이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고영기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④ 운영시설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붙임9와 같이 승인하기로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고영

기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시설장의 채용 및 근로계약 관련 사항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손

병덕 이사가 제안하니 고영기 이사의 동의와 배광식 이사의 재청으로 안건 상정을 결의하고, 

이사 중 손병덕, 정신길, 김정호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다.

⑥ 감사 반원국이 사임 의사를 밝히니 정관 제16조 4항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회로 

감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기로 고영기 이사의 동의와 배광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6) 제17기 제3차 이사회

 일 시 : 2021. 5. 21(금) 14: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후임 감사는 다음 이사회로 넘겨 선임하기로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② 외부이사 최미경의 사임에 따라 정관 제16조 3항에 의해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

천한 후보자 중 서순애의 외부이사 선임을 배광식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

의하다.

③ 보듬우리소규모요양시설과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의 2021년도 예산 전용(안)울 붙임1, 2와 

같이 승인하기로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④ 영유아보육시설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은 다음과 같이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사

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 표(추경, 결산) 생략

⑤ 양천해누리복지관의 2021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은 다음과 같이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배광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 표(추경) 생략

⑥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규정과 양천해누리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사회서비스) 운영규정 

개정(안)을 붙임3, 4와 같이 승인하기로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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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1)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직영, 수탁)

NO 시설명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직영/수탁

1 백령도노인요양원 인천시 옹진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영

2 가남반석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여주시 노인재가복지시설 직영

3 가남반석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경기도 여주시 노인재가복지시설 직영

4 선한이웃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시 수성구 노인재가복지시설 직영

5 정읍시립요양원 전북 정읍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수탁

6 남부노인복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인재가복지시설 직영

7 장흥군노인요양센터 전남 장흥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수탁

8 보듬우리원소규모요양시설 전북 정읍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영

9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장흥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수탁

10 사랑의집 전남 해남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영

11 사랑의집주야간보호센터 전남 해남군 노인재가복지시설 직영

12 삼호소규모노인종합센터 전남 영암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수탁

13 믿음의집(병설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 진안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직영

14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부설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성남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수탁

15 보길도로뎀종합복지원 전남 완도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직영

16 소망의집 전남 완도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직영

17 더행복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광진구 노인재가복지시설 직영

18 화성시니어클럽 경기도 화성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수탁

19 더사랑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광진구 노인재가복지시설 직영

20 해오름노인대학 강원도 동해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직영

21 샘터지역아동센터 경기도 부천시 아동이용시설 직영

22 한국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여주시 아동이용시설 직영

23 신성지역아동센터 경기도 고양시 아동이용시설 직영

24 해오름지역아동센터 강원도 동해시 아동이용시설 직영

25 한우리지역아동센터 전북 장수군 아동이용시설 직영

26 해오름쉼터 강원도 동해시 아동일시보호시설 수탁

27 도담쉼터 강원도 춘천시 아동일시보호시설 수탁

28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 전북 순창군 아동이용시설 수탁

29 고덕2어린이집 서울시 강동구 영유아보육시설 수탁

30 맑은숲어린이집 서울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수탁

31 산들어린이집 서울시 양천구 영유아보육시설 수탁

32 중1동어린이집 부천시 원미구 영유아보육시설 수탁

33 샘물어린이집 서울시 마포구 영유아보육시설 수탁

34 도구머리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영유아보육시설 수탁

35 지앤지주간보호센터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영

36 와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영

37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영

38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탁

39 희망일굼터보호작업시설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탁

40 드림하우스공동생활가정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생활시설 직영

41 해누리하우스공동생활가정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생활시설 직영

42 양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

43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인천시 옹진군 지역주민복지시설 수탁

44 꿈나무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지역주민복지시설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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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산

1) 손익계산서

과목
제16(당)기

<2020-01-01 ~ 2020-12-31>

제15(전)기

<2019-01-01 ~ 2019-12-31>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 관리비 59,707,548 54,863,171

1. 급여 21,060,000 18,040,000

2. 상여금 7,020,000 6,040,000

3. 제수당 9,497,190 10,002,425

4. s/w유지관리비 220,000

5. 복리후생비 6,144,968 6,840,842

6. 감가상각비 35,696 75,629

7. 세금과공과 68,590 129,480

8. 교육훈련비 740,000 750,000

9. 수용비 180,000 426,500

10. 여비교통비 1,139,000 2,001,050

11. 통신비 562,700 535,390

12. 경조비 200,000 200,000

13. 소모품비 201,750 112,570

14. 회의비 2,514,000 1,880,000

15. 지급수수료 9,459,664 7,039,985

16. 사무용품비 150,400 275,800

17. 잡비 513,590 513,500

Ⅴ. 영업이익 -59,707,548 -54,863,171

Ⅵ. 영업외수익 471,427,679 1,109,551,397

1. 이자수익 40,788,348 42,910,271

2. 기부금(입금) 412,071,144 1,051,600,823

3. 잡이익 18,568,187 15,040,303

Ⅶ. 영업외비용 508,478,921 590,673,336

행사비 1,500,000 24,203,000

2. 시설지원금 -3,178,780

3. 일반사업비 3,000,000 3,000,000

4. 기부금 321,471,144 563,470,336

4. 잡손실 185,686,557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6,758,790 464,014,890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 -96,758,790 464,0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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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상태표

과목
제16(당)기

<2020-01-01 ~ 2020-12-31>

제15(당)기

<2019-01-01 ~ 2019-12-31>

자    산

Ⅰ. 유동자산 3,135,617,506 3,232,258,330

  (1) 당좌자산 3,135,617,506 3,232,258,330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8,594,566 18,745,732

     2. 단기투자자산 3,089,636,800 3,189,687,518

     3. 기타(당좌자산) 27,386,140 23,825,080

Ⅱ. 비유동자산 1,200,240,911 1,200,067,607

  (1) 유형자산 400,240,911 400,067,607

     1. 토지 400,000,000 400,000,000

     2. 기타(유형자산) 4,481,630 4,272,630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4,240,719 240,911 4,205,023 67,607

  (2) 기타 비유동자산 800,000,000 800,000,000

     1. 기타(비유동자산) 800,000,000 800,000,000

자산총계 4,335,858,417 4,432,325,937

부    채

Ⅰ. 유동부채 710,410 419,140

     1. 기타(유동부채) 710,410 419,140

Ⅱ. 비유동부채 398,692,524 398,692

     1. 퇴직급여충당금 -1,307,476 -1,307,476

     2. 기타(비유동부채) 400,000,000 400,000,000

부채총계 399,402,934 399,111,664

자    본

Ⅰ. 자본금 3,049,602,428 3,049,602,428

     1. 보통주자본금 3,049,602,428 3,049,602,428

Ⅱ. 이익잉여금 886,853,055 983,611,845

     1. 목적사업적립금 600,000,000 500,000,000

     2. 미처분 이익잉여금 286,853,055 483,611,845

당기순이익 : -96,758,790

자본총계 3,936,455,483 4,033,214,273

부채와 자본 총계 4,335,858,417 4,432,325,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