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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준 ․ 한국YMCA목적문

  기독교 청년회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
활에서 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55년 8월 22일 세계기독교 청년회연맹 창립총회에서 채택.
1955년 8월 세계대회에서 확인

  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
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
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
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 4월 23일 제23차 대한기독교 청년회연맹 전국대회에서 채택
2014년 6월 20일 제42차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회에서 개정

파리기준

한국YMCA 목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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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예 배

인도 : 맡은이

묵 상 (다같이)

생명과 평화로의 초대 (인도자)

멍에에 메인 사람들, 억압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들
무엇인가에서 벗어나고, 어딘가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해방자이고, 자유자이신 그분께서
억압과 폭력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려는 여러분을 이 예배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YMCA 회원들이 하나님께 응답함

 ○ 인도자 : 2021년 제29차 천안YMCA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YMCA 회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 다같이 : 섬김과 나눔의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 인도자 : YMCA 회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 다같이 :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인도자 : YMCA 회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 다같이 : 스스로를 훈련하고 배우기에 게으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 인도자 : YMCA 회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 다같이 :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시민사회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 인도자 : YMCA 회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 다같이 : 공동체의 희망과 생명평화의 상상력을 그치지 않는 삶입니다.
 ○ 인도자 : YMCA 회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 다같이 :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 인도자 : YMCA 회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 다같이 : 항상 깨어있어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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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의 기도 (다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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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천안YMCA 제29차 정기총회

( 2021. 2. 23.  20:00~  /  온라인화상회의-ZOOM )

의장 : 유환성 이사장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서기선임

○ 회순 채택

○ 한국YMCA목적문 낭독

○ 전차회의록 보고

○ 2020년 감사보고

○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 2021년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 2021년 이사 · 감사 선출

○ 2022년 전형위원 선출

○ 기타안건

○ 광고

○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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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YMCA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록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총회로 개최 )

 ○ 온라인 서면총회 개최 공지: 2020년 4월 6일 (월)
 ○ 총회자료 및 안건회람, 서면결의 취합(온라인 응답)
 ○ 일시 : 2020년 4월 10일(금) 10:00 ~ 14일(화) 18:00
 ○ 결과보고 : 2020년 4월 16일(목)
 ○ 출석인원 : 96명 (서면결의42명, 위임54명)  

 1. 성원보고
  총회원 418명(개인406명, 단체12명) 중 96명(서면결의42명, 위임54명) 참여

○ 서면결의 회원(42명)
이병희, 박진용, 강숙연, 정단비, 고병효, 최한별, 이정만, 권은정, 임대균, 이정로, 이영동, 박성호, 
김연수, 정재덕, 김선영, 유경숙, 진성범, 조대진, 정옥점, 김영목, 김관태, 이수연, 김정운, 맹영희, 
유혜정, 경효진, 김기연, 박누리, 이상협, 김경숙, 이명재, 송길룡, 김진영, 김재숙, 유환성, 이선영, 
신미혜, 김옥환, 홍은주, 박찬영, 임가혜, 이상순(1)

○ 위임 회원(54명)
권도현, 김동진, 김미연, 김미희, 김바올, 김상주, 김애란, 김영숙, 김종욱, 김지윤, 김현숙, 남준현, 
노숙영, 민지선, 박동희, 박민주, 박석건, 박성준, 박승빈, 박으뜸, 박찬무, 박현숙, 박형준, 복미정, 
서은율, 송민영, 신영순, 유삼형, 유황규, 윤정환, 윤호섭, 이상순(2), 이성덕, 이종헌, 이지언, 이지
웅, 이채연, 이호섭, 인미영, 장경순, 장영환, 장춘근, 전일유, 정강옥, 조중기, 조하은, 최시내, 최
예빈, 한달해, 한미현, 한유리, 허경아, 허  장, 조아건설(이충근)

 2. 안건의결 결과

 안건1. 전차회의록 승인
  ⇒ 총 42표 중 찬성 42표, 반대 0표 / 원안 가결

 안건2. 2019년 감사보고서 승인
  ⇒ 총 42표 중 찬성 42표, 반대 0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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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3.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안) 승인
  ⇒ 총 42표 중 찬성 42표, 반대 0표 / 원안 가결

 안건4. 2020년 사업 및 예산계획(안) 승인
  ⇒ 총 42표 중 찬성 42표, 반대 0표 / 원안 가결

 안건5. 2020년 이사/감사 선출(안) 승인
  ⇒ 총 42표 중 찬성 41표, 반대 1표 / 원안 가결

구 분 이 름 성 별 소 속 비 고

이사
(임기 3년)

유 환 성 남 북일여자고등학교 교사 연임
복 미 정 여 천안아이쿱생협 이사 연임
이 동 초 남 천안오페라단 단장 연임
송 길 룡 남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연구실장 신임

감사
(임기 2년) 이 정 만 남 단국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교수 연임

 안건6. 2021년 제29차 정기총회 전형위원 선출(안) 승인
  ⇒ 총 42표 중 찬성 41표, 반대 1표 / 원안 가결

 천안YMCA 헌장 제18조에 의거 이사/감사 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
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2020년 제28차) 총회가 온라
인 서면총회로 개최되는 만큼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3인 역시 이사회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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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천안YMCA 사업보고

제1장. 회원활동 및 회원사업

 1. 2020년 제28차 정기총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총회로 개최)

  - 온라인 서면총회 개최 공지: 2020년 4월 6일 (월)
  - 총회자료 및 안건회람, 서면결의 취합(온라인 응답)
  - 일시 : 2020년 4월 10일(금) 10:00 ~ 14일(화) 18:00
  - 결과보고 : 2020년 4월 16일(목)
  - 출석인원 : 96명 (서면결의42명, 위임54명)  

 2. 이사회

구 분 일시 / 장소 내 용 (안건) 참가자

정기이사회

(1차)

1/14(월) 19:30~21:00

/ 풀리한정식

신임사무총장 선임의 건

전기승압공사 지출의 건

유환성,정재덕,정선용,박성호,김옥환,

고병효,박진용

임시이사회

(1차)

3/24(화) 19:00~20:30

/ 1층 강당
제28차 정기총회 준비의 건 유환성,박성호,김선영/ 정단비

정기이사회

(2차)

4/9(화) 19:00~20:30

/ 1층 강당

정기총회 이사/감사후보 전형의 

건, 신임이사장 논의의 건

유환성,김선영,정선용,정재덕,고병효,

박성호,박진용

정기이사회

(3차)

5/19(목) 19:30~20:10

/ 2층 강당

4월 활동 및 재정보고, 신입간사 

채용 및 이사장 선임 논의

유환성,정선용,고병효,박성호,이동초,

송길룡,박진용 

정기이사회

(4차)

8/18(화) 19:30~20:10

/ 1층 강당

천안YMCA 공간활용에 관한건,

이사회 운영계획 논의의 건
유환성,송길룡,박진용

이사회·사무국

워크샵

10/17(토)14:00~20:00

/ 쉼플스테이

나와 YMCA / 천안YMCA의 과 

내일/ 30주년 어떻게 준비할까?

유환성,정재덕,정선용,고병효,박성호,

이병희,송길룡,박진용,김지희,임대균

정기이사회

(5차)

11/17(화)19:30~20:30

/ 2층 강당

충남사회혁신센터 수탁보고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 논의
유환성,송길룡,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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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년YMCA

  3-1. 청소년YMCA 현황

동아리명 창립/인준 분과 목적 및 활동내용 인원

리서치
1999년

/ 인준
토론

사회적 이슈나 청소년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거리 

설문조사와 토론을 진행한다.
46명

스포트

라이트

2010년

/ 인준
봉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지역사회를 주목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천안의 기관들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24명

개봉박두
2000년

 / 인준

영상

미디어

학교축제에 참가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모전에 

제작영상을 출품하는 활동을 한다.
4명

 3-2. 천안YMCA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활동명 일시 및 장소 참석 활동내용

 연합회 LT

(임원교육)

1/31(금)~2/1(토)

천안살림교회

임원 

15명

YMCA교육, 리더십 교육, 2020년 활동 목표설정,

1학년 연합회 임원 인수인계 

연합회 1차회의
5/24(일) 13:00

천안YMCA 1층강당

임원

7명
각 동아리별 면접일정 조정 및 입회식 준비

연합회 2차회의
6/21(일) 13:00

천안YMCA 2층강당

임원

6명
입회식 PPT점검 및 사전 리허설 진행

연합회 3차회의
8/2(일) 13:00

천안YMCA 2층강당

임원

10명 
입회식 최종 리허설 및 자체하령회 준비

입회식
8/9(토) 14:00

상록리조트

회원

60명

YMCA 및 천안 청소년Y 소개, 동아리소개,

동아리 모임, 세월호 추모식

연합회 4차회의
8/16(일) 13:00

천안YMCA 2층강당

임원 

6명
자체하령회 기획회의 진행

연합회 5차회의 
11/8(일) 14:00

천안YMCA 2층강당

임원 

5명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사전준비 회의

 3-3. 한국YMCA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활동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활동내용

제2차 서부권역 

대표자회의
7/4(토) 17:00

서부권역 청소년Y 

임원 8명

서부권역 하령회 일정 확인, 주제선정, 하령회 형태 

논의 

서부권역Y

하령회

9/12(목)

Zoom

서부권역 청소년Y 

회원 25명
지역소개, 코로나19 에 대한 토론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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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인 조직

  4-1. 거꾸로 사는 엄마모임

   - 창립 : 2005년
   - 목적 : 다양한 체험과 책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어린이와 청소년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 : 독서토론, 기행, 지역아동센터 역사교육
   - 인원 : 13명
   - 모임 : 매월 2주, 4주 수요일

활동명 일시 및 장소 활동내용

야유회 5/13 (수) 10:00 독립기념과

독서토론 5/27(수) 10:00 거미여인의 키스/마누엘 푸익(민음사)

독서토론 6/10(수) 10:00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히가시노 게이고(현대문학)

영화관람 6/24수) 10:00 사무라이 반란

독서토론 7/8(수) 10:00 천변풍경/박태원(문학과지성사)

영화관람 7/22(수) 10:00 신부의 아버지

독서토론 9/9(수) 10:00 사피엔스/유발 하라리(김영사)

독서토론 9/23(수) 10:00 고도에서/스티븐 킹(황금가지)

독서토론 10/14(수) 10:00 소금/박범신(한계레)

야유회 10/28(수) 10:00 논산 윤증고택, 돈암서원

독서토론 11/25(수) 10:00 내 이름은 빨강/오르한 파묵(민음사)

 5. 천안YMCA 제7대 사무총장 취임예배

   - 일시 : 6월 16일(화) 19:00~21:00
   - 장소 : 천안YMCA 1층 강당 및 옥상
   - 참석 : 천안YMCA 이사 및 회원 21명
   - 순서 및 담당자
      • 사회/반주 : 이동초 이사 / 홍문숙 회원
      • 성경봉독 : 고병효 이사
      • 말씀 : 이종명 목사(송악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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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사 : 유환성 이사장
      • 축사 : 고경호 대표(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취임인사 : 박진용 사무총장
      • 기념촬영
      • 축하공연(지콰르텟, 현악4중주) 및 만찬

 6. 실무자 교육

  6-1. 민주시민교육 2기 강사양성과정
   - 일시 : 8월18일~10월16일(120시간)
   - 참석 : 김지희 간사

일시 장소 내용

8/18~21 zoom 이론교육과정(헌법,인권등)

9/21~25 서귀포리조트 기획총론 및 교육방법론, 참여촉진법등

10/14~16 zoom, 남영동 인권기념관 강의시연 및 강의시연 피드백

  6-2. 전국민주시민교육 활동가대회
   - 일시 : 8월27일~28일
   - 장소 : zoom 화상회의
   - 내용 : 민주시민교육 배우고 나누기
   - 참석 : 김지희 간사, 임대균 간사

  6-3. 민주시민교육 촉진자과정 2차
   - 일시 : 11월11일~12일
   - 장소 : 오송 H호텔세종시티
   - 내용 : 서사,연극적방법,토론을 통한 교육방법
   - 참석 : 김지희간사

  6-4. 2020년 한국YMCA 기초간사학교
   - 일시 :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장소 : 합정 마리스타수도회
   - 참석 : 임대균 간사
   - 내용 : YMCA 역사와 이념, 목적문 해설, YMCA조직의 원리, 운동지표로서의 SDG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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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사업

 1. 2020년 청소년마을여행 - 청소년, 역사를 걷다!

  1-1. 청소년 마을여행 자원지도자연수
   - 일시 : 7월 4일(토) ~ 7월 5일(일) 
   - 장소 : 상록리조트, 홍대용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BCPF컨텐츠 학교 
   - 대상 : 대학생 30명 
   - 내용 : 홍대용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교육 및 답사 및 청소년지도교육 진행

  1-2.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1차~6차)

회차 프로그램명 대상 일시 장소

1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30명

7/12(토)

09:00~16:00

상록리조트,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2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30명

7/18(토)

09:00~16:00

상록리조트,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3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15명

7/25(토)

09:00~16:00

천안YMCA,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4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30명

7/26(일)

09:00~16:00

상록리조트,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5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장애인 

8명

10/24(토)

09:00~16:00

상록리조트,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6차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다문화 

4가정

10/25(일)

09:00~16:00

상록리조트, 홍대용 과학관, 홍대용 생가지, 

장명마을

 [ 프로그램 진행일정 ]

시  간 주  제 내  용 장  소

~08:30 등록 및 접수
 출석체크, 발열체크, 코로나19 문진표 작성, 

명찰, 워크북, 답사용품 배포

천안시청 

봉서홀

08:30

~09:10
이동  버스로 이동 버스

09:10

~10:20

아이스브레이킹

및 팀빌딩

1.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조구성, 조장 선정)  2. 강사 및 지도자 

소개  3. 안전교육, 자원봉사, 성교육

상록리조트 

사파이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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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을여행 : 장명마을의 별, (7차-9차)

회차 프로그램명 대상 일시 장소

7차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을여행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100명

11/2(월)

09:00~17:00
새샘중학교

8차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을여행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100명

11/3(화)

09:00~17:00
새샘중학교

9차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을여행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중학생

100명

11/5(목)

09:00~17:00
새샘중학교

 [ 프로그램 진행일정 ]

시  간 주  제 내  용 장  소

3분 소개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을여행 소개

새샘중학교 

17분 강의 하늘의 눈으로 보면~ 천안 실학자 홍대용 이야기

15분 VR체험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VR

5분 마무리  만족도 조사 및 선물증정

30분 앙부일구 만들기 앙부일구 원리 소개 및 만들기

10:20

~10:30
이동 버스로 이동 버스

10:30

~12:00

홍대용과학관

및 장명마을

홍대용과학관 외부설명, 홍대용 OX퀴즈,  홍대용이 살았던 장명마을 

탐방(석불입상, 생가지), 주변정화 및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
홍대용 과학관

12:00

~12:10
이동 버스로 이동 버스

12:10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상록리조트

해오름 식당

13:00

~13:40
체험활동 앙부일구 체험, 앙부일구 원리 알아보기, 앙부일구 만들기

상록리조트 

사파이어홀

13:40

~14:30
마무리활동

홍대용 명함만들기, 문화재 모니터링 전체 나눔활동, 만족도 조사지 

작성, 팀 시상 및 조별 MVP 시상

천안YMCA

1층 강당

14:40

~15:10
이동 및 해산 버스로 이동 및 해산

천안시청 

봉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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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 천안학생자치배움터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1) 사업개요 
    - 주최/주관/대상 : 천안교육지원청 / 천안YMCA / 천안 청소년YMCA 3개 동아리
    - 사업기간 : 2020년 7월~12월
    - 내용 : ‘모여서 떠들고 꿈꾸자‘워크샵, 동아리별 활동과제 선정 및 수행, 활동공유회 등
  
   2) 워크샵 ‘모이고 떠들고 꿈꾸자’
    - 일시 : 8월9일(일) 15:30 
    - 장소 : 상록리조트 사파이어홀
    - 참석 : 58명 (스포트라이트 19명, 리서치 34명, 개봉박두 5명) 
    - 내용 : 아이스브레이킹, 활동규칙 정하기, 동아리별 활동과제 선정 및 토론

  3)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모니터링 워크샵
    - 일시 : 11월15일(일) 14:00~16:00
    - 장소 : 천안컨벤션센터 3층
    - 참석 : 모니터링 참여 청소년 25명, 장성혁, 김우수, 임대균, 김지희, 박진용
    - 내용 : 커뮤니티맵핑 활용교옥 및 실습, 주제별 모니터링 교육, 모니터링 계획 수립

  4) 주제별 모니터링 활동

    ① 문화재 관리 모니터링
     - 일시 : 11월16일(월) ~ 12월 5일(토)
     - 장소 : 천안시 문화재 25곳
     - 참석 : 4명 (스포트라이트 2명, 리서치 2명) 
     - 내용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편리하게 문화재 관람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지역   
              의 문화재와 주변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② 쓰레기 무단배출 모니터링
     - 일시 : 11월16일(월) ~ 12월 5일(토)
     - 장소 : 성정1동 및 봉명동 일대 
     - 참석 : 7명 (스포트라이트 7명) 
     - 내용 : 원룸주택이 밀집한 봉명동 성정1동 일대 골목길에 쓰레기 무단배출 현황을 커뮤니  
              티 맵핑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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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안전한 보행환경 모니터링
     - 일시 : 11월16일(월) ~ 12월 5일(토)
     - 장소 : 천안시 내 학교 주변 보도일대
     - 참석 : 13명 (스포트라이트 7명, 리서치 6명) 
     - 내용 : 천안시 보행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미흡한 부분을  
              커뮤니티 맵핑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진행

   [ 모니터링 진행현황 ]

활    동 일    시 참여인원 장    소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쓰레기 무단배출 모니터링활동

2020. 11. 21(토) 총 2명(2개조, 학생 4명)

성정 1동 및 봉명동 일대

2020. 11. 26(목) 총 4명(2개죠, 학생 4명)

2020. 11. 27(금) 총 2명(1개조, 학생 2명)

2020. 11. 30(월) 총 1명(1개조, 학생 1명)

2020. 12. 4(금) 총 3명(2개조, 학생 3명)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안전한 보행환경 모니터링활동

2020. 11. 22(일) 총 3명(1개조, 학생 3명)

각 활동 장소 

2020. 11. 24(화) 총 3명(1개조, 학생 3명)

2020. 11. 27(금) 총 8명(3개조, 학생 8명)

2020. 11. 29(일) 총 7명(2개조, 학생 7명)

2020. 12. 01(화) 총 5명(1개조, 학생 5명)

2020. 12. 03(목) 총 3명(1개조, 학생 3명)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문화재 모니터링활동

2020. 11. 23(월) 총 2명(1개조, 학생 2명)

각 활동 장소 

2020. 11. 25(수) 총 2명(1개조, 학생 2명)

2020. 11. 30(월) 총 2명(1개조, 학생 2명)

2020. 12. 02(수) 총 2명(1개조, 학생 2명)

2020. 12. 03(목) 총 2명(1개조, 학생 2명)

   5)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2차 워크샵
    - 일시 : 12월 6일(일)
    - 장소 : 천안YMCA 및 Zoom
    - 참석 : 17명 (스포트라이트 13명, 리서치 4명) 
    - 내용 : 각 모니터링 별 결과정리, 활동 소감 및 개선방안 토론, 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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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년사업

 1. 대학생경제금융교육 봉사단 폴라리스 15기

   1) 활동기간  2020. 9월 ~ 2021. 2월 
    - 선발: 9월 5일
    - 강의교육: 9월12일
    - 시연: 9월18일~20일
    - 수업: 10월~1월
    - 해단식: 2021년 2월 26일

   2) 활동장소 : 천안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총 59학급 

   3) 활동내용 : 청당초등학교 외 11개 학교, 59학급 1,591명 수업 진행

   4) 월1회 정기 월례회 및 팀별 프로젝트 활동

학교 일시   학급 인원 내용

청당초등학교 10월 29일 1 30 내 친구 화폐, 현명한 소비

삼은초등학교 11월  2일 1 22 신기한 돈, 합리적 소비

호수초등학교

11월  3일 2 36 신기한 돈, 합리적 소비

11월 12일 2 44 부지런한 일꾼,차곡차곡 저축

11월 12일 2 59 내 친구 화폐, 현명한 소비

동성중학교
11월  4일 2 50 금융이 궁금해, 저축과 투자를 부탁해

11월 11일 3 75 금융이 궁금해, 저축과 투자를 부탁해

아름초등학교
11월  5일  1 30 금융을 알고 투자를 해요

11월 11일 1 31 금융을 알고 투자를 해요

와촌초등학교 11월  9일 2 41 금융을 알고 투자를 해요

입장초등학교 11월 16일 2 33 금융을 알고 투자를 해요

월봉초등학교
11월 27일 3 51 내 친구 화폐, 현명한 소비

11월 30일 3 51 내 친구 화폐, 현명한 소비

양대초등학교 12월 08일 1 22 내 친구 화폐, 현명한 소비

삼은초등학교 12월 10일 4 88 내 친구 화폐, 현명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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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서중학교

12월 08일 2 64 금융이 궁금해, 저축과 투자를 부탁해

12월 09일 2 64 금융이 궁금해, 저축과 투자를 부탁해

12월 10일 2 64 금융이 궁금해, 저축과 투자를 부탁해

12월 11일 3 96 금융이 궁금해, 저축과 투자를 부탁해

12월 28일 9 288 자산을 관리해, 미래를 준비해

쌍용중학교
 1월 04일 7 224 신기한 돈, 합리적 소비

1월 05일 4 128 신기한 돈, 합리적 소비

합계 59 1591

  5) 대학생경제금융교육 봉사단 폴라리스 3차 실무자 회의
   - 일시 : 2020. 12월21일(월) 15시
   - 방식 : 온라인 화상회의
   - 내용 : 15기 현재상황 공유, 16기 모집일정, 온라인 수업공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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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민사업

1. 회원 및 시민사업

 1-1 릴레이대화모임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현실과 미래 
  
  1) 개요
   - 목표 : 코로나 19를 통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주최/주관 :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후원 : 풀뿌리희망재단
   - 진행방식 : 오프라인 (20명),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스트리밍)
 
  2) 세부내용
  
   (1차 대화모임) 코로나 19로 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발표 
    - 5월 15일(금) 19:00~21:00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시민건강연구소장) 
   
   (2차 대화모임) 코로나 19와 지역사회의 회복력 
    - 5월20일(수) 19:00-21:00   발표 : 하승우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이후연구소장)
  
   (3차 대화모임)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 
    - 5월27일(수) 19:00-21:00   발표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4차 대화모임) 현장의 이야기와 제안 
   - 5월29일(금) 15:00-18:00    사회 :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발표
      ① 의료 : 박현미 (NGF연구소나는 대표)
      ② 교육 : 고차원 (전교조 천안초등지회장)
      ③ 돌봄 : 정경록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④ 노동 :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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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열린문화공간 ‘SPRING 1033’

  - 일시 : 2020년 10월 28일(수) ~ 11월 20일(금) 
  - 장소 : 천안YMCA 1층 소모임실, 2층 강당

강 좌  일  시   강사 인원 내    용 

천연화장품 11/2,9,16         3회 유혜정 25 천연립밤,천연스크럽,한방샴푸,폼클렌징

가죽공예 11/3,10,17        3회 서정화 26 천연가죽 마스크고리,카드지갑,미니백

씨네마콘서트 11/3,10,17        3회 지콰르텟 35 영화OST와 영상으로 즐기는 피아노4중주

인문학강좌 10/28,11/4,11,18  4회 송길룡 20 성정동의 역사와 지리, 인물, 골목탐방

생활공예 11/5,12,19        3회 박미영 24 압화소주잔,베이커리비누,드라이플라워액자

생활요가 11/5,12,19        3회 이승선 16 스트레칭,체형 교정 등

수제청 11/6,13,20        3회 김연숙 27 레몬,자몽,유자 수제청

 1-4. 천안YMCA 열린문화공간 ‘SPRING 1033’ 성과공유회

  - 일시 : 11월25일(수) 17:00
  - 장소 : 천안YMCA 2층 강당
  - 참석 : 사무국(박진용, 김지희, 임대균), 강사 및 공연팀(송길룡, 유혜정, 
           서연화, 김연숙, 이승선, 지의환-지콰르텟)
  - 내용 : 감사인사 및 소감나누기, 프로그램별 성과와 한계, 개선 및 보완점

 1-5. 2020 별빛우물 청소년마을학교

  - 일시 : 8월17일(월) ~ 8월19일(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8월19일 이후 과정은 취소됨
  - 장소 : 천안YMCA, 카페 다연, 몽 실용음악학원
  - 대상 : 성정1동에 거주하는 초등5,6학년 20명

 

강 좌  일  시   강사 인원 내    용 

제과제빵 8월19일 10시-12시 서정화 5 우리밀 샌드위치 만들기

밴드교실 8월19일 10시-12시 오정환 5 타악기 익히기와 연주

미디어 교육 8월17일 10시-12시 정태영 2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기획 및 촬영, 편집

생활공예 8월18일 10시-12시 서정화 5 가죽 마스크걸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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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1)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솔루션워크샵 및 협약식

    - 일시 : 9월22일(화) 14:00
    - 장소 : 불당동 세븐타워 5층
    - 참석 : 박진용, 임대균
    - 내용 : 매칭기관 및 담당자 소개, ‘의제-공간을 빌려드립니다’ 추진계획 협의

   2)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사업

    ①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사 및 렌더링 도면 제작
     - 기간 : 11월18일(수) ~ 20일(금)
     - 장소 및 대상 : 서울하우징랩, 로컬스티치, 청춘플랫폼, 페이지명동, J&P Planing 등
     - 참석 : 박진용
     - 내용 : 공간 라운딩, 공간 활용 및 운영방식 문의, 조감도 등 제작

    ② 지역의제 실행사업 성과보고회
     - 일시 : 11월 27일(금) 14:00~17:00
     - 장소 : 보령 비체팰리스
     - 참석 : 박진용
     - 내용 : ‘별·우물 사랑방-Spring1033’ 추진경과 및 성과발표, 타지역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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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대 및 협력사업

1. 연대활동

 1-1. 시민사회 연대사업
  
  1)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 분 일시/장소 내 용 참석

운영위원회
4/21(화)13:00

아산시민연대

5.18 40주년 기념행사,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관련, 천안 일봉산 보존 대책위 연대제안
박진용

전체회의
5/18(월)13:00

충남노동권익센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결성 추인, 

코로나19대응 집담회 준비, 회원단체 가입승인
박진용

코로나19 대응 집담회
6/8(월)10:00

내포 공간 U

연대 단위별 활동보고, 코로나19 집담회

후속사업 논의, 신규가입단체 기준 논의

유환성,

박진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운영위원장단회의

7/7(화)13:00

경실련 강당

코로나19 NGO대응활동공유,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위한 대통령령제정관련 논의등
박진용

전체회의 3차
9/2(수)16:00

ZOOM

충남시민사회발전포럼 제안, 활동가 비대면역량 

강화교육 제안, 신입회원 단체가입 기준정비
박진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전위원회정책소위2차

9/8(화) 17:00

서울 NPO센터
비전위원회 발제문 검토. 일정협의 박진용

비대면역량강화워크샵
9/24(목)10:00

BCPF콘텐츠학교
화상회의(ZOOM)활용, 이미지 및 동영상편집

박진용,

임대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전위원회정책소위4차

10/30(금)16:00

서울 NPO센터

지역에서 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제 및

토론
박진용

운영위원회 3차
11/4(수)16:00

ZOOM
회원단체가입심사, 20주년 기념사업 제안 박진용

확대운영위원회 3차
12/22(화) 16:00

ZOOM

총회일정 및 준비계획 논의,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결
박진용

  2) 충남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 분 일시/장소 내 용 참석

운영위원회 1차
5/7(목)16:00

충남지속협
2020년 사업 및 운영계획 협의

박성호,

박진용

운영위원회 2차
9/4(금)11:00

ZOOM

실태조사/사회적 합의사업보고

법제화/전국네트워크보고, 사업계획 논의

박성호,

박진용

충남민주시민교육포럼
10/26(월)15:00

천안NGO센터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지역네트워크 운동

박성호,

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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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안시민단체협의회

구 분 일시/장소 내 용 참석

집행위원회 3차
7/15(수)15:00

천안YMCA

활동보고, 천시협 활동평가 및 계획논의, 

시내버스 연대활동 논의
박진용

워크샵 1차
10/28/수)14:00

천안YMCA
천시협 활동평가 및 활성화 과제 박진용

워크샵 2차
11/17/수)10:30

천안YMCA
천시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토론 박진용

총회준비위원회1차
12/7(수) 17:00

1층 강당
위원장선출 및 총준위 활동계획 작성 박진용

총회준비위원회2차
12/29(화) 16:00

ZOOM

총회운영계획, 2021사업계획 및 20주년 

기념사업 논의. 감사추천
박진용

  4) 충남시민사회발전포럼

구 분 일시/장소 내 용 참석

충남시민사회발전포럼 

준비회의

8/11(화)10:30

천안YMCA

시민사회발전 대통령령 제정에 따른 충남

지역 대응을 위한 논의 제안 및 기획

박성호,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발전포럼 

(1차)

9/23(수)14:00

충남지속협
변화하는 시민사회 정책과 과제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발전포럼 

(2차)

11/13(금)15:00

ZOOM

서울시 조례개정과정, 충남시민사회 활성화

전략

박성호,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발전포럼

기획단회의

11/24(화) 10:00

아산 어울림센터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조례 

개정과정 소개 및 충남추진방안 협의

박성호, 

박진용

  5) 기타 지역연대

구 분 일시/장소 내 용 참석

코로나19충남시민사회

대책위기자회견

5/11(월)10:30

충남도청

 “코로나19 극복은 사회적 합의와 협치를 통해 가능하며 

또 다른 불평등과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박진용

천안 시민사회발전

간담회

5/14(목)16:00

공간사이

천안 시민사회연대조직의 새로운 전환 제안

천안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제안
박진용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

5/19(화)11:00

천안법원앞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개변론 앞두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촉구

유환성

박진용

도민인권증진 민관협력

간담회

5/22(금)14:00

온양관광호텔

인권단체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력 소통창구 

및 협력체계 구축 위한 1차 간담회
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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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 기자회견

6/3(수)10:30

충남도청앞

청양군의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소송 기각에

따른 충남도의 후속조치 촉구
박진용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

기자회견

6/3(수)11:30

충남도의회앞

충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충남교육청과 

도의회의 역할 촉구
박진용

충남먹거리연대 

창립총회

6/5(금)10:30

공간사이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지역 연대조직, 인사 및 회무처리
박진용

충남도 포스트코로나

자문위원회(2차)

7/20(월)14:00

도청 대회의실

경제산업, 생활방역 분야 대응계획 보고,

자문회의
박진용

KBS충남방송총국

토론회

7/28(화)10:00

내포 공간U

지상파방송 의존도가 높고 자연재해 취약지역인 충남에 

KBS충남방송총국 추진 요구
박진용

충남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집행위원회 1차

8/12(수)10:00

내포 공간U
플랫폼소개 및 집행위원인사, 의제선정 심의 박진용

차별금지법제정촉구

기자회견

8/26(수)16:00

온양온천역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버스 충남방문에 따른 

아산시민협 기자회견 연대사
박진용

시민사회활성화

연구모임

9/9(수)10:00

NGO센터

시민사회활성화 대통령령 제정에 따른

조례추진 협의

박성호,

박진용

경제민주화의날 선포

기자회견

11/9(월)11:00

북부상공회의소

경제민주화 촉구 경제민주화의날 선포

연대사
박진용

2. 협력사업

구 분 일시/장소 내 용 참석

YMCA 공정무역워크샵
6/12(금)10:00

대전생명의숲 교육장

한국 공정무역 운동의 현황과 협력방안,

공정무역과 사회적기업, YMCA실천과제
박진용

한국YMCA간사회

제50차 정기총회

8/27(목)16:00

ZOOM
2019년 활동 및 재정보고, 임원선출 등 박진용

한국YMCA 

충청지역협의회

12/21(월) 16:00

ZOOM

협의회 회의운영 및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추진의 건
박진용

3. 홍보-천안YMCA 소식지

발행번호 발행일 발행방법 발송인원

99호 2020. 8. 25. 온라인 링크발송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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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천안YMCA 감사보고

◾ 일시 :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 천안YMCA 사무총장실

천안YMCA총회에서 위촉된 본 감사는 천안YMCA의 재정회계 및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 2020년도에 신임사무총장님이 취임하여 운영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영역 및 연대활동
의 확장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기존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거나 회원
조직활동에 제한을 받아 전반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었습니다. 기존 운영프로그램의 비대면(또는 대
면·비대면혼합)운영을 통한 탄력적 대응과 홍보 및 회원유대강화를 통한 기존회원관리 및 신규회
원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권유 드립니다.

 2. 2020년도 코로나19 여파로 회원회비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재정 자립도 및 건전성이 약
화 되었습니다. 어렵겠지만 21년도는 회원회비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3. 그동안 천안YMCA의 결산현황은 천안YMCA 수입·지출과 보조사업 수입·지출이 함께 표시되
었습니다. 조금 더 목적 적합한 재무현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을 본 회계와 
구분하여 주석 또는 부외계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4. 퇴직급여(퇴직금)적립은 결산일 기준으로 모든 재직 근로자가 일시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만큼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상황이 어렵겠지만 매년 일정액을 적립
해두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 사  이 정 만     

                                                감 사  황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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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천안YMCA 결산보고

단위 : 원
계정과목

수 입 지 출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증감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증감

회
비

회비
회원회비 78,000,000 76,202,740 98% 1,500,000 1,626,150 108%
후원금 2,700,000 7,820,000 290% 0 　

회비 총계 80,700,000 84,022,740 104% 1,500,000 1,626,150 108%

사
업

및

프
로
그
램

청소년

및

청년사업

청소년Y 2,500,000 11,154,310 446% 3,500,000 10,391,890 297%
마을여행 107,500,000 103,957,738 97% 107,500,000 103,745,883 97%
마을학교 700,000 130,000 19% 1,000,000 697,940 70%
청년사업 3,000,000 5,007,116 167% 3,000,000 3,248,940 108%

소계 113,700,000 120,249,164 106% 115,000,000 118,084,653 103%

회원및

시민사업

회원사업 　 1,000,000 1,833,190 183%

시민사업 3,000,000 22,272,389 742% 3,000,000 22,325,238 744%

연대활동 500,000 375,000 75% 1,500,000 2,828,640 189%
지도력계발 　 800,000 500,000 63%

소계 3,500,000 22,647,389 647% 6,300,000 27,487,068 436%

사업비 총계 117,200,000 142,896,553 122% 121,300,000 145,571,721 120%

사
무
비

인건비

급여 　 　 52,600,000 53,304,153 101%
퇴직급여 　 16,152,430 16,160,830 100%
사회보장보험 　 6,487,500 6,096,165 94%
직원복지비  　 1,000,000 1,049,120 105%

소계 　 76,239,930 76,610,268 100%

운영비

사무비/수수료 　 600,000 1,056,080 176%
공공요금 　 7,000,000 6,400,400 91%
제세공과금 　 4,000,000 3,726,700 93%
차량유지비  　 1,000,000 1,230,090 123%
출장비 　 1,500,000 194,800 13%

시설관리비 　 2,000,000 1,889,100 94%

소계 　 16,100,000 14,497,170 90%

사무비총계 　 92,339,930 91,107,438 99%

자

산

관

리

비

재산조성비 집기비품비 　 2,000,000 601,530 30%

사업외수입
임대료등 22,900,000 13,424,401 59% 5,000,500 　
국고보조금 1,320,000 1,940,000 147% 　

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13,680,000 13,158,809 96%

차입금 차입금 14,300,000 　

자산관리총계 24,220,000 29,664,401 122% 15,680,000 18,760,839 120%

이
월
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8,756,522 8,756,522 100%               　

차기이월금 　 56,592 8,274,068 14,621%

합계 230,876,522 265,340,216 115% 230,876,522 265,340,21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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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천안YMCA 사업계획(안)

 1. 방향

  1) 사람을 키우는 YMCA
  2) 꿈과 대안을 만드는 YMCA
  3) 예수를 모범으로 실천하는 YMCA

 2. 핵심과제

  1) 지도력 발굴, 성장과 훈련 : 이사, 회원 및 실무자
  2) 활동 영역과 운동기반 확대 : 청년, 환경/통일, 지역사회 연대
  3) 재정구조 개선 : 회원 및 모금 확대

 3. 주요 사업

  1) 회원의 참여로 만드는 YMCA운동

   ① 소통 활성화와 회원교육
- SNS 및 블로그 활성화, 웹 소식지 발간 등
- 회원 마당/기행 : 환경, 평화, 신학, 인문학 등 / 대면 + 비대면

   ② 회원과 함께 만드는 캠페인
- 기후위기, 한반도 종전평화, 노동인권 등
- 회원 참여로 만드는 캠페인 및 일상의 실천과제 추진

   ③ 후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회원모집 캠페인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지속 추진 : 1년 100명, 200만
- 정기후원자(CMS) 관리체계 및 서비스 강화

  2) 청년의 희망을 일구는 YMCA운동

   ① 청소년 • 청년 조직 활성화
- 청소년YMCA 조직 활성화 : 조직 재정비 및 신규동아리 발굴, 지원
- 청년사업을 매개로 청년소모임/동아리 추진, 지역사회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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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관계 맺기를 통한 성장 지원
- 학생자치배움터, 청소년마을학교, 청소년마을여행

   ③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만들기
-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학교 등

  3)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YMCA운동

   ① 평생학습,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재발견과 지도력 육성
- 충남의 민주주의자들, 천안살이학교

   ② 강한 시민사회 만들기
-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연대 안정화와 기반 확대

        - 현안과제 및 이슈 네트워크, 민관협력네트워크

   ③ 공정무역, 공정여행으로 만드는 평화로운 지구촌
        - 공정무역/공정여행, Zero Waste 캠페인

  4)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① 천안YMCA 30년사 편찬
        - 역사자료이면서 회원들의 이야기가 담긴 30년사 / 온라인 아카이빙 검토
        - 3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

   ② 복합커뮤니티공간 Spring 1033 추진
        - 청소년/청년/시민/시민사회 공유 커뮤니티 공간 추진
        - 모임활동과 프로그램, 대관 정도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운영

   ③ 30주년 기념사업 회원공모
        - 회원과 함께 만드는 30주년 기념사업
        - 2021년부터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를 보완해 사업으로 운영



- 29 -

2021년 천안YMCA 예산계획(안)

계정과목 수입 지출

회원 및
지도력계발

회비 90,000,000 1,000,000

회원사업 및 지도력계발 0 2,000,000

회원 및 지도력계발 총계 90,000,000 3,000,000 

사업 및
프로그램

청소년사업
청소년YMCA 1,500,000 2,000,000

청소년사업 프로그램 27,000,000 27,000,000

청년사업 청년사업 프로그램 31,500,000 30,000,000

시민사업 시민사업 프로그램 14,000,000 14,000,000

연대사업 연대사업 0 1,500,000

사업 및 프로그램 총계 74,000,000 74,500,000 

사무운영비

인건비

급여 0 90,000,000

사회보장보험 0 7,716,000

퇴직급여 0 7,500,000

직원복지비 직원복지비 0 1,200,000

운영비

사무비 및 수수료 0 1,080,000

공공요금 0 6,400,000

제세공과금 0 3,800,000

차량유지비 0 1,200,000

여비교통비 0 600,000

시설관리비 0 1,000,000

사무운영비 총계 0 120,496,000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32,500,000 0

후원금 총계 32,500,000 0

자산관리

재산조성비 비품구입비 0 500,000

사업외수입 임대료 등 8,040,000 0

상환금
원금상환금 0 0

이자지급금 0 13,680,000 

차입금 차입금 0 0

자산관리 총계 8,040,000 14,180,000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8,274,068 0

차기이월금 0 638,068 

합계 212,814,068 212,81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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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9차 천안YMCA 정기총회 이사·감사 후보

구 분 이 름 성 별 소 속 비 고

이사
(임기 3년)

김 선 영 여 쿡요리제과제빵학원 원장 연임

이 원 근 남 호서대학교 재무처장 신임

김 영 목 여 천안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신임

전 장 곤 남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 신임
감사

(임기 2년) 황 명 인 남 세무법인 온 탕정지점 대표 연임

[ 헌장 관련 조항 ]

제4장 총회
제15조 (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의 선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 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사후보자 전
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이사의 
궐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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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천안YMCA 수탁기관

1. 깨비지역아동센터

 성정동에 위치한 깨비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7월 개소하여 인근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에
게 보호와 교육, 문화, 지역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몸과 맘   이 건
강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줄 알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민주시민의 기초를 세워 가도록 돕고 있다.

 1-1. 아동현황(2020년 12월 기준)

학년별 미취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총계

인원 1명 3명 1명 5명 2명 10명 3명 1명 26명   

 1-2. 프로그램

 < 학기중 : 13:00~19:00 >

학기중 월 화 수 목 금 토

13:00~15:00 자유놀이시간

문화체험

15:00~15:30 간식시간

15:30~16:00 스스로 학습

16:00~17:00 연극 흙이랑놀자/NIE 역사알기 자유놀이 만들기

17:00~18:00 저녁식사 후 양치하기/ 자유놀이시간
 

  *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 및 연중 외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방학중 : 09:30~18:00 >

방학중 월 화 수 목 금

09:30~11:00 등원 및 자유활동

11:00~12:00 연산풀이/숨은그림찾기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 32 -

13:00~14:00 등원 / 연산풀이 / 자유놀이

14:00~15:00 EBS방학생활 시청

15:00~15:30 독서

15:30~16:00 스스로학습

16:00~17:00 연극
흙이랑 놀자

신문아 놀자
영어 자유놀이 만들기

17:00~17:30 저녁식사

17:30~18:00 종례 (안전, 위생 및 공지사항 전달)귀가지도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 및 연중 외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부아동은 점심전에 센터등원으로 점심을 먹음
 
  1-3. 특별활동

활동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활동내용

영화관람

(애니멀크래커)

2020.08.12. (수)

천안터미널CGV
 8명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애니매이션 관람

도자기

핸드프린팅

2020.09.17. (목)

센터내
25명

각각의 지도실과 시간차를 이용해 도자기에 그림 그려넣기 

활동(접시, 머그컵, 종지세트)

재래시장
2020.09.18. (금)

천안중앙시장
24명

천안시복지재단후원으로 재래시장을 체험하며 

경제활동개념을 익힘.

가을나들이
2020.10.16. (금)

북면숲들내
20명

코로나19 단계가 낮아지면서 아동들과 고구마캐기, 

인절미만들기, 압화손수건  꾸미기와 짚라인 등 체험활동

놀이동산

2020.10.24. (토)

상록리조트 26명
놀이공원에서 소규모로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고 

뛰어놀았음.

영화관람

(삼진그룹토익반)

2020.10.29. (목)

천안터미널CGV
9명 4학년이상 아동들의 영화관람

꽃다발
2020.12.11. (금)

센터
26명 아동의 손으로 만든 꽃다발을 보호자에게 전해줌.

내복입자
2020.12.24. (목)

 
26명

겨울이 깊어지며 아동의 체온유지를 위해 크리스마스선물로 

내복을 선물함.

케익만들기
2020.12.24. (목)

센터
26명 케익을 만들어 각 가정에 선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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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연대활동

  - 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ZOOM 회의참석)
    천안시 지역아동센터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

 1-5. 운영위원 및 후원 

  ▶ 깨비운영위원
     김재민, 김선영, 서승춘, 윤희정, 김정실, 정옥점, 우영란

  ▶ 후원자
     김기현, 김동현, 김가영, 김재민, 명춘식, 민한기, 배종희, 정옥점, 삼성디지털솔루션, 이명원

  ▶ 물품후원
     천안시복지재단, 푸드뱅크, 현대모비스, 적십자,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프로그램강사
   - 토장도예 : 김재민
   - 연극 : 차유림  
   - 영어: 김정실(아동복지교사)
   - 역사알기: 김관호(사회복무요원)
   - 기타프로그램진행 : 종사자

  ▶ 실무자 
   - 정옥점: 시설장
   - 우영란: 생활복지사
   - 김정실: 아동복지교사
   - 한진화: 급식조리사
   - 김관호, 정영훈: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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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1년 사업계획

  1) 아동현황 : 정원 : 29명 / 현원: 26명

  2) 프로그램

사업명
세부사업

프로그램

참여

인원
내용

보호

프로

그램

일상생활지도

전체

센터 생활 적응 지도, 예절 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교육(손씻기, 양치질 지도), 건강관리(불소도포 및 치아 상태 

점검), 건강검진(신체계측 및 성장카드 기록 등)

급·간식지도 1일 1회 석식 및 간식제공, 식생활 습관 지도

5대 안전교육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5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 *학교안전교육으로 갈음함

귀가지도 귀가지도 및 귀가 내용 기록

깨비야 놀자 보드게임, 집단 놀이 활동지도 

생일파티 월 1회, 아동생일파티, 케익 전달 등을 진행

교육

프로

그램

스스로 학습 전체 과목별 학습지도(국/수/사/과/영), 자기주도 학습

개별학습 *명 학습능력향상 대상아동을 1:1  집중지도

연극놀이 전체 다양한 소재를 활용 극적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움

아동권리교육 전체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 및 권리 주체 의식 함양

아동자치회의 전체
아동의 센터참여권 확대/ 권리수용을 위한 건의 및 요구사항

(규칙정하기, 서비스에 대한 건의 등)

스포츠 전체 성장놀이 체육을 통한 건강한 심신단련

정서

지원 

프로

그램

아동상담
아동 

보호자

이용아동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정기적 상담 실시

아동상담일지, 아동 진로 상담 등 아동 수시 상담

부모상담 전체
수시 전화상담 및 직접 면담/ 정기적인 가정방문/ 

가정통신문, 월소식지 보내기, 부모모임

가정지원 전체 물품지원, 문화체험활동 지원 등

아동지원 전체 학교 교육복지사와 협력체계 구축, 사례관리

흙이랑 놀자 20명 월 2회, 흙을 이용한 작품 활동 및 놀이 진행

문화

프로그

램

문화체험활동 전체 외부 나들이 및 체험학습 진행

캠프 전체 여름 또는 겨울 방학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캠프 진행

영화/공연관람 전체 문화생활 기회 확대 및 관람 에티켓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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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1년 사업예산

지역

사회

연계

프로

그램

1:1 멘토링 4명 1:1로 멘토를 연결하여 수준별 학습지도 진행 

충남평생교육원지

원프로그램
전체 학기별 프로그램1개 선정신청

KT&G 전체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구  분 산출 내역 예산금액

세  입

국고보조금 5,160,000원 x 12월 =61,920,000 61,920,000

처우개선비 300,000 x 12월 =3,600,000 3,600,000

기타 보조금

(급식인력지원금, 추가운영비, 냉난방비, 안전점검비, 

공기청정비, 교구교재비, 정서함양비, 추가급여, 

우수지원금)

18,406,000

지정후원금
KTNG 100,000원x4명=400,000원

(주)삼성디지털솔루션 100,000원x12개월=1,200,000원
1,600,000

비지정후원금 개인 후원금 350,000원x12개월=4,200,000원 4,200,000

이월금 후원금 4,200,000원 4,200,000

잡수입 실습생 100,000x6명= 600,000원 600,000

계 94,526,000

세  출

급  여 4,030,000원x12개월=48,360,000원 48,360,000

퇴직적립금 370,000원x12개월=4,440,000원 4,440,000

사회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51,960,000원×3.035%      1,575,350

장기요양보험  1,575,350원×6.55%      103,190

국민연금  51,960,000원×4.5%        2,338,200

고용보험  51,960,000원×0.65%         337,740

산재보험  51,960,000원×0.85%         441,660

              

4,796,140

제수당
처우개선비 300,000x12월=3,60,000

명절상여금 700,000원x2회=1,400,000 
5,0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50,000원x6개월 = 300,000원

센터수리비 및 방역비 400,000원

예비비 449,860원

1,149,860

제세공과금 

및 회비

연합회 회비 20,000원 * 12개월 = 240,000원

화재 및 상해보험 가입 230,000원

자동차보험 600,000원

1,070,000

임대료 450,000원 * 12개월 = 5,400,000원 5,400,000

기관운영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60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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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차량비 소모품 400,000원

차량 주유비 60,000x12회= 720,000원
1,120,000

공공요금

전기요금 150,000원x12개월 = 1,800,000원

통신요금 50,000원x12개월 = 600,000원

수도요금 40,000원x12개월 =480,000원

안전점검비 40,000원x12개월 = 480,000원

정수기 렌탈비 30,000원x12개월=360,000

공기청정기렌탈비 110,000원x12월=1,320,000

5,040,000

보호프로그램

보건위생및생필품 70,000원x4회=280,000원

생일어린이날선물 20,000원x29명=580,000원

플라워아트 20,000원x29명=580,000원

성탄선물 20,000원x29명=580,000원

방역물품구입 1,000,000원

3,020,000

교육프로그램

역사기행 10,000원x29명x2회=580,000원

연극수업 200,000원x12월=2,400,000원

도서구입 20,000원x12회=240,000원

학용품 구입 50,000원x4회=200,000원

토너및사무용품 350,000원

문제집구입 12,000원x29명x2회= 696,000원

4,466,000

문화프로그램

캠프및활동 40,000원x29명x1회=1,160,000원

나들이 25,000원x29명x2회=1,450,000원

물놀이 25,000원x29명x2회=1,450,000원

4,060,000

정서프로그램

부모간담회 200,000원x1회=200,000원

영화관람 9,000원x29명x4회=1,044,000

토장도예 180,000원x12개월=2,160,000원

가족나들이  600,000원x1회=600,000원

졸업여행 및 선물 150,000원x10명=1,500,000원

5,504,000

지역연계프로그램
체육대회 200,000원

평교수업재료비 300,000원
500,000

세출 총계 94,526,000



- 37 -

2. 충청남도사회혁신센터

 2-1. 수탁개요

사 업 명 ◾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운영
위탁기간 ◾  2020.11 ~ 2022.12 (2년2개월)
총사업비 ◾  5,400백만원(이내 조정)

위탁사무

◾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
 - 충청남도 각 지역의 주민 주도 사회혁신 활동(리빙랩 등) 지원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혁신과 현식성과의 확산, 저변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트워크 구축
 - 혁신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단체·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 ·   
  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간 협업 · 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그 밖에 사회혁신활동 및 소통협력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건물·시설·장비의 종합 유지·관리

 2-2. 충남 사회혁신센터 1기 사업방향(초기 3년)
  -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간의 운영 방향을 3단계로 구성함
  - 2020년: 충남사회혁신센터 운영기반 구축
  - 2021년: 중점프로그램 운영,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회혁신가 발굴지원, 지역거버넌스 구축
  - 2022년: 디지털 사회혁신 고도화, 대표 프로그램 확산, 자립형 지속가능 모델

 2-3. 충남 사회혁신센터 1기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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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뢰자본 구축을 위한 기간과 자원마련
  : 신뢰 자본의 구축/필요성, 신뢰자본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신뢰자본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2) 지역혁신사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자산기획, 운영, 전문그룹 구성, 사업특성에 
맞는 재원 사용방안 제안

 3) 자원 및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기반 마련
  : 기반운영의 전산화, 디지털화, 전문인력을 통한 상시적 관리 및 개선

 4)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구성원 및 집단 구성
  : 문제의식의 공유공동체(앵커그룹) 형성

 2-3. 2021년 사업계획 (6대 핵심과제, 13개 세부사업 추진)

전략과제 세부사업명

□1  지역밀착 생활실험

□1 -1. 모두의 충남(지역문제해결 정책개발 사업), 리빙랩1

□1 -2. 모여라 충남(주민주도 사회혁신실험 지원 사업), 리빙랩2

□2  사회혁신 역량 강화 사업
□2 -1. 충남 방송국(지역잠재력 발굴 및 역량 증진 사업)

□2 -2. 혁신 살롱(사회혁신가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사업)

□3  저변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3 -1. 혁Scene(지역자산 아카이빙 및 글로벌거버넌스 구축 사업)

□3 -2. 꿰는 충남(행정문화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사업), 리빙랩3

□4  혁신연구 및 아카이빙

□4 -1. 월간 여유(사회혁신 최신동향 연구 및 아카이빙 사업)

□4 -2. CNIC DIT FESTA(과정형 공간혁신 실험 사업)

□5  디지털 사회혁신

□5 -1. 충격 공작소(친환경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리빙랩4

□5 -2. 만들기 학교(온라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5 -3. 충남키친(탄소중립 식문화 혁신 사업), 리빙랩5 (‘21년 신규사업)

□6  사업 홍보 및 확산

□6 -1. 위체인지-WeChaNge(온라인 사회혁신 플랫폼 운영 사업) 

□6 -2. 콘텐츠 제작 및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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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1년 예산계획

  1) 예산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 세출

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2021년 2,000 2,000 2,000 545 219 1235

  2) 2021년 세출예산

                                                                           (단위 : 천 원)

구  분
2020년

비고
예산액(천원) 비중(%) 산출근거

합계 2,000,000 100% 계획예산

인건비 545,567 27.2% 센터장 1인, 팀장 4인 및 팀원

운영비 219,362 10.9% 공간 및 조직운영

사업비 1,235,100 61.8%

전략과제 1 340,000 17.0% 2개 사업

전략과제 2 130,000 6.5% 2개 사업

전략과제 3 80,000 4.0% 2개 사업

전략과제 4 150,000 7.5% 2개 사업

전략과제 5 400,000 20.0% 3개 사업

전략과제 6 135,100 6.8% 2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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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기독교청년회 헌장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천안기독교청년회라 부른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천안시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에 가맹한다.

제  4 조  본회의 자산은 사단법인 천안기독청년회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  5 조  본회는 회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과 생활에서 완숙한 인간이 되며 건전한 
시민이 되게 하고, 나아가 회원들의 단체적 노력과 활동으로써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향리, 지역사
회, 국가 및 세계에서 평화와 균형된 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본회는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구애 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 농촌, 청소
년, 유아, 복지, 관광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제3장  회원과 회비

제  7 조  제 5조의 목적에 찬동 서약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
야한다. 회비의 구분과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본 회는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써 명예회원에 추대할 수 있다. 

제 10 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
의로써 견책 또는 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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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제 11 조  총회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다. 총회원은 선거권
과 피선거권이 있다. 총회원은 만 15세 이상의 회원으로
          ㄱ) 본회의 목적의식에 투철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는 자
          ㄴ) 2년 이상의 계속회원으로 소정의 회원교육을 마친 자

제 12 조  개회는 총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원의 과반수로 한다.
          총회원은 총회일 1개월전일 현재의 자격자로 한다.

제 13 조  정기총회는 매년 1차 2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원 3분의 1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의안은 통고한 사항에 한한다.

제 14 조  총회의 시일 및 안건은 총회개최 7일전에 총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한다.

제 15 조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16 조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재정에 관한보고
          2) 이사 및 감사의 선거
          3) 헌장개정
          4)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제5장  이 사 회

제 17 조  이사회는 이사 21인 이상 27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기록이사 1인          4) 재무이사 1인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기록이사는 이사회의 기록을 정리하며 총회의 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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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재정위원회의 장이 된다.
          사무총장은 직무상 이사가 된다.

제 18 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 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이사의 궐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제 19 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는 중임할 수 있다. 청년Y시연맹 회장, 대학Y시연맹
회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 추천이사 3인을 두되 매년 첫 이사회에서 1인씩 선임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격월 1차 정기로 모이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사업추진상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행이사회를 구성한다. 실행이사회의 직무와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
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2)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사무총장 및 간사의 임면, 다만 사무총장의 임면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과의 
협의를 요한다.
          4) 세칙과 제규정의 제정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위 원 회

제 21 조  이사회는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직무와 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7장  간사 및 직원

제 22 조  본회는 사무총장 1명과 간사를 둔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간사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이 제정하는 간사자격기준에 준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회무집행의 책임을 진다. 간사는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분담 집행한다.
기타 필요한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매3년마다 이사회에서 신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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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 칙

제 23 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본 헌장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다만 동 헌장 개정안은 총
회에서 선임한 특별위원회가 초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차기총회 1개월 전에 그 전문을 회
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헌장 제1조, 제5조, 제6조 및 제11조의 변경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이사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본 헌장은 총회 통과 시부터 발효한다.
  

1993년   3월   27일   제정
1996년   2월   22일   개정
2002년   2월   21일   개정
2003년   2월   19일   개정
2004년   2월   20일   개정
2010년   2월   1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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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천안YMCA 함께하는 사람들

회원

강미희  강상희  강숙연  강승혁  강승희  강종규  고경호  고미영  고우성  고재길  곽영욱
구혜정  권순미  권용호  권은정  권진숙  권  혁  김경민  김경숙  김관태  김근하  김금숙
김기성  김기연  김대희  김덕민  김동선  김동주  김동진  김라헬  김맹순  김명심  김문기
김미순  김미연  김미정  김미희  김민섭  김민정  김바올  김상주  김석호  김선영  김선이
김선주  김숙희  김신후  김애란  김양원  김여진  김연수  김영목  김영민  김영숙  김영옥
김영자  김영춘  김옥환  김용진  김우수  김은영  김응일  김응희  김일영  김재숙  김재현
김정선  김정아A김정아B  김정운  김종수  김종욱  김종하  김지윤  김지훈  김진영A김진영B
김태응  김해영  김현경  김현숙  김희정  남의남  노선철  노숙영  류정곤  맹영희  문영옥
문현웅  민병광  민병헌  박동희  박명애  박민화  박상현  박상흠  박석순  박성준  박성호
박수현  박승빈  박영희  박용식  박윤정  박으뜸  박은미  박종성  박진용  박찬무  박현석A
박현석B 박현숙  박형준  박혜진  박희봉  방은영  배경수  배정희  백해은  변선옥  복미정
서미정  서예경  서정만  서행민  서현진  선미옥  성덕경  성중원  소삼영  손영주  손희매
송길룡  송영선  신미혜  신성수  신수정  신영순  심명석  심상운  심선옥  심선희  심재복
안상희  안종숙  양경모  양미정  양병찬  양석재  양승례  양윤정  오귀복  오동진  우다정
우현주  원창수  유  용  유경숙  유삼형  유승진  유인숙  유재순  유종은  유진수  유진희
유혁준  유혜정  유환성  유황규  윤경희  윤미경  윤미란  윤석원  윤선희  윤영환  윤정환
윤종환  윤주명  윤평호  윤현철  윤혜경  윤혜란  윤호섭  은혜경  이경란  이경희  이교철
이난영  이득우  이명도  이명재  이명화  이미혜  이병우  이병희  이상래  이상순  이상원
이상인  이선영A이선영B 이성덕  이수연  이숙이  이연화  이영동  이영애  이영우  이원근
이원영  이원일  이윤이  이윤정  이은옥  이재근  이정남  이정로  이정만  이정숙  이종헌
이준희  이지향  이천용  이한근  이현미  이현우  이호섭  이홍규  이홍섭  인미영  임가혜
임대균  임수진A임수진B 임오순  임윤경  임은경  임재신  장경순  장동일  장예송  장인영
장춘근  장한빛  장혜진  전경아  전나영  전소희  전일유  전종한  정강옥  정경록  정단비
정대회  정만섭  정민숙  정민옥  정선용  정성욱  정양호  정옥점  정재덕  정지숙  조경순
조경애  조대진  조대철  조명림  조미옥  조원창  조중기  조현석  조현재  주종한  진경아
차기일  채은주  최경영  최문환  최성수  최시내  최애숙  최영미  최영순  최윤순  최한별
최형묵  타마요  하종률  한기범  한달해  한미현  한상성  한승오  한유리  한은영  한인숙
한정호  한지선  한태선  허경아  허은설  허정만  허진원  홍경의  홍승희  홍윤표  홍은주
홍인의  홍재현  황신영  황인성  황임란  황재성  황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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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갤러리아투어, ㈜금강엔지니어링, 부흥교회, ㈜서강에스엘피어학원, 아이디미술학원,  
조아건설, 천안살림교회, 천안성결교회, 코리이엔엘, 파리바게뜨성성레이크타운, 하늘중
앙교회, ㈜한성티앤아이, ㈜화이버옵틱코리아  

이사

유환성(이사장), 정재덕(부이사장), 복미정(재정이사), 이동초(기록이사), 고병효, 김선영, 김옥환, 박
성호, 송길룡, 이병희, 정선용, 최문환

감사

이정만, 황명인

청소년YMCA

▶ 연합회임원
문현웅(회장, 중앙고2), 양석재(부회장, 중앙고2) 박상흠(총무, 중앙고2)

▶ 리서치
유혁준(기장, 중앙고2), 홍승희(부기장, 천안여고2), 허진원(총무, 중앙고2), 츠루다타마요(서기, 복
자여고2), 김시연(일지부장, 천안여고2), 심경열(연락부장, 중앙고2) 남서은(복자여고2), 이서연(복자
여고2), 임예지(복자여고2), 조소연(복자여고2), 김나은(복자여고1), 남궁설아(복자여고1), 박상아(복
자여고1), 박서영(복자여고1), 임서현(복자여고1), 전현빈(복자여고1), 정교은(복자여고1), 허란영(복
자여고1), 고은호(중앙고2), 김신후(중앙고2), 박주태(중앙고2), 서보성(중앙고2), 안희재(중앙고2), 
양우진(중앙고2), 이요셉(중앙고2), 김도균(중앙고1), 김태윤(중앙고1), 김태준(중앙고1), 양승정(중
앙고1), 우종욱(중앙고1), 유시우(중앙고1), 이동진(중앙고1), 김다연(천안여고2), 김연지(천안여고2), 
이민지(천안여고2), 주혜연(천안여고2), 최세빈(천안여고2), 한다현(천안여고2), 김민선(천안여고1), 
김정빈(천안여고1), 김혜원(천안여고1), 남혜은(천안여고1), 연수민(천안여고1), 이보영(천안여고1), 
정연경(천안여고1), 최유빈(천안여고1)

▶ 스포트라이트
문현웅(기장, 중앙고2), 양석재(부기장, 중앙고2), 박상흠(총무, 중앙고2), 방웅혁(중앙고2), 이수혁
(중앙고2), 박찬(중앙고2), 신우진(중앙고2), 김재중(중앙고1), 이인혁(중앙고1), 황도균(중앙고1), 박
상민(중앙고1), 최서진(중앙고1), 송태균(중앙고1), 고성현(중앙고1), 홍한얼(중앙고1), 조한민(월봉
고1), 설아령(월봉고1), 황희연(월봉고1), 강지원(월봉고1), 심세연(월봉고1), 김원영(월봉고1), 권고
은(월봉고1), 박민서(월봉고1), 오유빈(월봉고1), 오유진(월봉고1), 전상하(월봉고1), 유지은(월봉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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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박두
장명환(기장, 중앙고2), 온서연(부기장, 월봉고2), 서정민(중앙고2), 박세환(중앙고2)

거꾸로 사는 엄마모임

유인숙(회장), 송영선(총무), 전소희, 최인미, 최영순, 한은영, 박진현, 복미정, 김연수, 이상미, 
조명림, 최영순, 원형숙

청소년마을여행 자원지도자

▶ 강사 : 송길룡
▶ 멘토팀 : 강지수(여, 순천향대학교), 권민우(남, 연세대학교), 김경열(남, 나사렛대학교), 김범진
(남, 공주대학교), 김연성(남, 나사렛대학교), 김영빈(남, 단국대학교), 김영주(여, 단국대학교), 김윤
하(여, 선문대학교), 김인혜(여, 나사렛대학교), 김채린(여, 순천향대학교), 박건우(남, 백석대학교), 
박다혜(여, 단국대학교), 박소연(여, 선문대학교), 박지현(여, 선문대학교), 박혜정(여, 순천향대학
교), 방현지(여, 상명대학교), 배민석(남, 순천향대학교), 송명섭(남, 세한대학교), 안우영(여, 나사렛
대학교), 은인화(남, 단국대학교), 이세나(여, 나사렛대학교), 이세빈(여, 나사렛대학교), 이예린(여, 
순천향대학교), 이재민(남, 강릉원주대학교), 이지예(여, 순천향대학교), 임가연(여, 순천향대학교), 
전지혜(여, 우송대학교), 정서정(여, 단국대학교), 진혜민(여, 나사렛대학교) 

사무국

박진용(사무총장), 임대균(간사), 김지희(간사)

▶ 현장실습
정서정(여, 단국대학교 일본어학과, 단국대 산학협력단 LINC사업 지원)  
 - 청소년마을여행 업무보조
국진호 (남,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정석빈 (남, 단국대학교 수학과)
 - 스캔작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천안YMCA

                         Ⅰ주   소 :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0
                         Ⅰ전   화 : 041) 575-9897~8
                         Ⅰ팩   스 : 041) 577-2385
                         Ⅰ메   일 : chymca@hanmail.net
                         Ⅰ홈페이지 : http://www.caym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