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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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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 주요 활동

복지정책생산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 시민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며
함께 대안을 마련합니다.

2019 ANNUAL REPORT

복지사각지대 발굴
작고 낮은 소리라 자칫 묻힐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노력합니다.

시민교육•참여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청소년, 회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참여의 장을 마련합니다.

네트워크
함께 모여 더 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단체, 시민사회와의
연대협력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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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9년 복지세상

복지세상

21살
회원 수 546명
나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당사자 인권교육,
권리워크숍 참여자

36명
정책제안
토론회 참여자

52명

오픈테이블
참여자

58명
2019년 천안시
정책제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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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똑’ 모금 프로젝트

모금액

3,101,700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청년ON 7차’

지원동아리

참여자

22팀
지원금액

226명
61,198,170원

위드림센터
2019년 이용자

1,105명

외부대관

20회

5

조직활동

후원자와 함께하는
복지세상
「 복지세상이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후원자님 덕
분입니다. 매년 후원자님들의 기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보다 즐겁게 만나는 행사를 통해 친밀감을 쌓고자 노력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후원자와 자주 만날 수 있어 행복했고, 향후 이러한 활
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후원자의 참여와 소속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복지세상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스무살 어느 멋진 밤’

2018년 6월 23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기념행사로 130명의 후원자,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난 발자취를 들여다보며 근사한 저녁식사와 감사패 전달, 경품추첨 및 축하
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멋진 청년으로 성장한 복지세상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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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활동

식순
일 시 : 2019년 2월 21일(목) 오후 7시
장 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연회장

개회
- 환영의 인사 (고경호 대표)
- 축사 (이정로 창립회원, 김영옥 창립이사)
20주년 기념식
- 20주년 성찰과 비전 발표 (이선영 사무국장)
- 감사패 전달 (서정만 이사, 진경아 전 사무국장)
저녁식사
경품추첨 이벤트
공연 (퓨전국악 앙상블 ‘소리율’)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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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활동

후원자 소모임

끄적끄적 펜드로잉
일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총 10회기)
장소 위드림센터

정상숙 후원자님의 제안으로 사진을 보며 펜드로잉을 하고 수채화로 색을 입
혀 나만의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모임입니다. 매회 평균 8명의 후원자가 참여
했고, 만족도가 높아 꾸준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설책 읽는 청년
일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총 6회기)
장소 위드림센터

오다혜 후원자님의 제안으로 같이 선정한 이달의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
는 모임입니다. 총 4명의 후원자가 참여하여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었다는 뿌
듯함과 서로 토론하고 일상도 공유하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순이삼촌
현기영

새의 선물
은희경

난쟁이가
땀 흘리는 소설
쏘아올린 작은 공 김혜진 외 7명
조세희

여름, 스피드
김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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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활동

군산 근대역사거리
시간여행
일시 4월 27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장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초원사진관, 히로쓰 가옥 등

한국의 근대사를 느낄 수 있는 도시 군산으로 21명의 후원자
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해설사와 함께 근대역사거
리 곳곳을 누비며 근대문화도 체험하고, 추억의 뽑기 이벤트로
선물도 드렸습니다.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밝게 웃으며 즐거
워해주셔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실무자 홈커밍데이

일시 6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이태리 1062-1

무에서 유를 창조해 지금의 복지세상 기틀을 닦아주신 전 실무자 및 이사 20명과 함
께 처음으로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창립기념일 날에 모여 더욱 뜻 깊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맛있는
저녁식사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년모임
일시 11월 28일(목) 오후 7시
장소 위드림센터

2019년을 끝으로 사라지는 위드림센터에서 17명의 후
원자와 마지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무실 이사를 준비하
며 정리한 물품을 소액으로 판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도 나누며 앞으로의 행보를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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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활동

초록초록한
복지세상 만들기
기간 5월 20일(월) ~ 6월 28일(금), 약 한 달간

푸른 6월에 태어난 복지세상이 더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자가 작은 나무가 되어
주는 후원확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0명의 신규 후원자님이 복지세
상과 손잡아 주셨습니다.

똑똑똑 모금
프로젝트
기간 10월 1일(화) ~ 11월 30일(토), 두 달간
총 모금액 3,101,700원

사무실 이사비용 마련을 위해 진행한 똑똑똑 모금 프로젝트는 네이버 해피로그와 계좌이
체 두 가지 방법으로 총 72명의 후원자 및 시민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모금액은 12월 10
일(화) 사무실 이전 후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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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활동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시키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 올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5년 6월 결성된 이후 15년차를 맞이했습
니다.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살고 싶은 복지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
지사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2년
부터 실시한 ‘인권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
를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은 천안
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통한 정책참여의 환경을 마련하고
자 노력해온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19년 12월 발전적 해체했습니다. 」

실무자 역량강화

실무자 인권 교육
일시 3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위드림센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관·단체 실무자 21명과 함께 인
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을 실
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

일시 6월 18일(화) 오전 9시
장소 위드림센터

실무자를 중심으로 오픈테이블을 잘 만들기 위해 모색하고 고민하는 워크
숍 형태의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수
렴하는 인권적인 행사가 되도록 다양한 참여방법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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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활동

시민 정책참여과정
: 인권교육, 권리워크숍
인권교육 4월~6월, 총 4회, 34명 참여 (인권감수성 높이기)
권리워크숍 6월~7월, 총 4회, 30명 참여 (내 삶의 결핍접 찾기)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등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시민들이 권리 주체
로서 자신의 욕구를 판단하고 드러내기 위한 참여과정에 지속적으로 함께했습니
다.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하고, 내 삶 속의 결핍점을 찾아보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특히 권리워크숍은 경험과 사례를 살
펴보면서 사회구조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픈테이블

일시 7월 16일(화) 오후 2시
장소 청수도서관 다목적실

삶의 배경이 다른 58명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건강, 안전,
교육, 문화,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등 총 10가지의 주제로 이야
기를 나눴습니다. 그 동안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불편함, 어
려움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함께 아이디어
를 고민했습니다. 이후 가장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정책을 뽑는
우선순위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순위 결핍점 목록

권리

득표

1

비싼 치과치료비, 병원비 부담

건강권

22

2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필요

건강권

21

3

고위험 취약계층(독거노인, 1인가구) 돌봄서비스 부족

사회복지서비스권

21

4

복지·보건서비스 정보 안내 부족

사회복지서비스권

18

5

시내버스 이용 시 불편

사회복지서비스권

17

6

어린이 놀이터, 공원 부족

생활환경

12

7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

생활환경

9

8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움

문화권

8

9

평생학습 지원, 기회 부족

문화권

7

10

공공기관 운영시간 문제

사회복지서비스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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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토론회
일시 9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수도서관 다목적실

시민 정책참여과정 당사자, 실무자를 비롯해 시민사회활동가, 시의원, 공무원
등 천안시민 52명이 ‘2019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
회’에 참석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녹여낸 6건의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당사자의 발표는 많은 이들의 공
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송년잔치
일시 12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 위드림센터

한 해 동안 열심히 참여한 45명의 시민들과 함
께 소감을 나누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
습니다. 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영내역을 공유하
고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기관•단체 (13곳)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 미래를여는아이들, 쌍용종합
사회복지관,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안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YMCA, 충남해바라기센터, 한뼘인권행동, 한빛회,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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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지역사회 아름다운 변화 그리고 마무리
「 2015년 삼성SDI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시작하여 지난
5년 동안 자원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변화를 일궈낸 154팀 2천여 명과 함께했
습니다. 2019년 12월을 끝으로 비록 사업은 종결되지만 청년ON을 통해 대학
생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졌길,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변화의 씨앗이 다양하게
뿌려졌길 바래봅니다. 안녕, 청년ON!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청년ON”
2019년 청년ON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관계망을 공유하고자 하는 천
안, 아산지역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활동내용 : 지원사업 홍보, 모집 및 심사, 합격팀 워크숍(1회), 청년ON 반상회(2회),
현장방문(21회), 청년ON SCHOOL(11회), 결과보고회(1회)
□ 청년ON 7차 지원사업
- 활동기간 : 2019년 2월 ~ 11월(10개월)
- 지원현황 : 22팀, 226명
- 합격팀 워크숍 : 1월 18일(금) 오전 10시
		

천안축구센터 2층 다목적홀

		

128명 참석

활동내용

활동대상

사회복지서비스

20팀

노인

8팀

문화예술체육 진흥

1팀

아동

6팀

지역사회개발 및 조직

1팀

청소년

4팀

지역사회

2팀

여성

2팀

계

22명

계

2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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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 청년ON SCHOOL 1차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 일시 : 3월 20일(수), 21일(목), 25일(월), 27일(수), 28일(목) 오후 6시
- 장소 : 위드림센터
- 참석 : 청년ON 7차 174명
- 내용 : 영혼이 있는 자원봉사, 녹색으로 지역사회 물들이기,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울타리,
우리 안의 다양성, 느티나무 어르신 이야기
□ 청년ON SCHOOL 2차 “지역사회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준비”
- 일시 : 9월 16일(월), 17일(화), 18일(수), 23일(월), 24일(화), 25일(수) 오후 6시
- 장소 : 위드림센터
- 참석 : 청년ON 7차 97명
- 내용 : 이분법을 넘어 젠더감수성 키우기, 돈의 흐름 이해와 현명한 경제생활, 나의 이해를
위한 성격유형검사, 역사적 인물을 통해 본 리더십, 다양성 체험하기, 경험치 만렙의
대외활동

□ 결과보고회 “안녕, 청년ON"
- 일시 : 11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나사렛대 나사렛관 6층 패치홀
- 참석 : 청년ON 7차 참가자 및 졸업생 200여명
- 내용 : 청년ON 7차 활동 체험 및 관계형성프로그램, 영상시청, 우수봉사팀 시상 및 발표
2017년

2018년

2019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누적

지원팀

20팀

11팀

15팀

14팀

23팀

19팀

22팀

124팀

지원인원

165명

94명

195명

109명

226명

292명

266명

1,347명

구분

지원금액

2015년

2016년

52,345,340원 31,946,780원 44,030,070원 37,862,810원 59,928,480원 55,797,130원 61,198,170원 343,108,780원

재참여팀

-

-

8팀

4팀

9팀

11팀

11팀

43팀

현장방문

19팀

10팀

12팀

14팀

20팀

15팀

21팀

111팀

15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새로운 만남의 장 “위드림센터”
2017년 4월 개소한 대학생 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위드림센터는 다양한 대학생, 시
민들의 모임 장소로 지난 2019년 11월까지 활용되었습니다.
2019년 공간 이용 현황 : 실인원 790명, 연인원 1,105명, 외부대관 20회
2015년
연인원
실인원
외부대관

조성중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누적

126명

1,040명

647명

790명

2,603명

2,255명

2,831명

1,719명

1,105명

7,910명

40회

68회

133회

20회

261회

* 본 사업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삼성SDI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업으로 We Dream uv-hub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진
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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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여럿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복지세상은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합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집행위원 정기회의, 지역사회현안 대응활동
천안시주거복지민관네트워크 : 간담회, 집수리사업,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회환경분과 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간담회

홍보·출판

복지세상이 꾸려가는 이야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본회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후원자들과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소식지 : 복지세상 뉴스레터 208~217호
홈페이지 : http://www.welfare21.or.kr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welfare21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페이지)
네이버 밴드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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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복지세상 살림살이
복지세상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회비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
민단체입니다. 복지세상을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며,
2019년에도 내실 있고 알뜰하게 운영하였습니다.
* 월별 및 연간 결산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21.or.kr) 재정 게시판에서 확
인 가능합니다.

수입
항목

금액

비중

94,005,930

44.3%

19,401,000

9.2%

전년도 이월금

45,446,302

21.4%

잡수입

53,370,107

25.1%

212,223,339

100.0%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
일반사업비 수입
(네트워크 분담금 및 외부 공익재단 사업비 지원 등)

총계

잡수입
25.1%

전년도 이월금
21.4%

정기후원금 및
일시 후원금

44.3%

일반사업비 수입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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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항목

금액

비중

일반사업비

27,277,879

12.9%

인건비

55,773,300

26.3%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56,334,060

26.5%

차기년도 이월금

42,838,100

20.2%

적립금 지출
총계

30,000,000

14.1%

212,223,339

100.0%

일반
사업비
적립금
지출

12.9%

14.1%
차기년도
이월금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20.2%

26.5%
인건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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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계획

목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복지공동체

주요활동 방향

조직활동

• 정기후원자 기부만족도 향상

본회를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주

• 천안형 커뮤니티케어 발전방안 모색

시는 후원자의 기부만족감을 높이고, 오픈

• 빈곤 시뮬레이션 재추진 및 확대

강좌를 개설해 교육으로 후원자 및 시민들
을 만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
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모금을 기획하여 진
행하고자 합니다.

- 오픈강좌
- 복지세상 한마당
- 후원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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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조사

빈곤 시뮬레이션

천안시는 2019년 6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난 2016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관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빈

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

곤 시뮬레이션을 정비하여 진행할 계획입

형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 안에서 제 기

니다. 참여자의 빈곤에 대한 인식변화를 측

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

정하고, 유의미한 평가 결과를 정리해 지역

색해보고자 합니다.

사회 안에서 공유하며 후속작업도 고민하
고자 합니다.

- 천안형 커뮤니티케어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
- 토론의 장 마련 및 사업 모니터링

- 전반적인 키트 구성 보완
- 자문단 운영
- 자원봉사자 조직 구성 및 교육
- 빈곤 시뮬레이션 참여자 모집 및 진행
- 지역사회 공론화

21

복지세상이 걸어온 길(1998-2019)

1998

2003

• 창립대회
• 미래를여는아이들(파랑새학교) 창립
• 파랑새겨울학교(사회복지인큐베이터 사업) •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창립
• 저소득 실직가정 결연사업
• 노인복지건강센터 느티나무 개소

1999

(사회복지인큐베이터 사업)

• 천안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대책

• 장애아동 부모세미나
(사회복지인큐베이터 사업)
• 천안아산지역 발달장애아동 부모모임 창립
• 제1기 청소년복지학교

2000

촉구 성명서 발표

• 제1기 여성복지학교
• 희망2003 제1회 천안자원봉사 박람회

2004
• 청소년 여름캠프

• 다니엘의 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활동
2005
• 아름다운 집(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청소년동아리 “나뭇가지” 조직
• 저소득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밑반찬
• 여성모임 “알갱이” 조직
배달활동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조직
2001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
제안 토론회

• 천안지역 여성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사회복지인큐베이터 사업)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여성장애인 유로도우미 파견사업 진행

2002
• 지역사회정신건강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조직 (사회복지인큐베이터 사업)

• 살고싶은복지도시천안네트워크 조직
• 천안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 사회복지예산학교

2006
•
•
•
•

531지방선거 살고싶은 복지도시 천안을 위한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천안시 사회복지정책제안 설명회
주공7단지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주민조직화
사업

2007
• 주공7단지 어린이 인라인교실, 아파트 주민
축제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시민과 함께하는 복
지정책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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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08
•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 대학생 모임 “끌림” 조직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7대권리로 살펴보는
복지정책 모니터링 및 지표 개발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권리워크숍 참여 툴킷
제작

• 빈곤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민관협력 주거복지지원 업무협약식

• 빈곤아동건강행태 및 보호자 설문조사 실시
• 제5대 천안시의회 사회복지제도 활성화 방안

2015

•
•
2009
•
•
• 공익광고 창작집단 “상상공방” 공익캠페인
• 빈곤아동의 건강행태 현황 및 건강증진을 위 •
토론회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민선6기 사회복지·보건 정책 토론회
Poverty Simulation Kit 펀딩 및 구입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권리모니터단 모니터링
삼성SDI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청년

한 토론회

ON 모집 및 지원

• 주거복지 모니터단 교육

2016

2010

• 충남도 사회복지정책 모니터링
• 62지방선거 복지천안 네트워크 시장후보자 초 • 빈곤가상체험 프로젝트 모의워크숍
• 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위드림센터 조성 및 운영
청토론회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정책 토
론회
• 긴급집수리 지원사업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정책캠페인
• 천안시 복지· 보건 정책간담회

2011
• “희망을 짓습니다” 모금 캠페인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자문단 운영
• 천안시의회와 함께 하는 복지정책 간담회

2012
• 천안시 복지정책 10년 평가 토론회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권리워크숍 및 캠페인
• 취약계층 주거복지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2013
•
•
•
•

충청남도 사회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
충청남도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구성
천안시 저소득층 긴급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

2017
• 빈곤 시뮬레이션 설명회 및 체험
• 온통시민배움터 민주시민교육 <꿈꾸다>

2018
• 소모임 : 끄적끄적 펜드로잉, 소설책 읽는 청년,
시로 시작해요

• 복지세상 20주년 비전워크숍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권리지킴이단 활동보고회
• 613 지방선거 프로젝트 시민참여 캠페인

2019
• 복지세상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스무살 어느 멋진 밤’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권리로 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2015~2019년)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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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후원명단

당신을 만나며 조금씩 성장하는 복지세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
안 귀한 시간과 땀 그리고 재정으로 힘써주신 578분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계춘 강규식 강남욱 강미란 강성익 강숙연 강윤정 강인석 강향심 견민규 경선미 경윤미 고경호
고승재 공훈택 곽경대 곽윤정 구교승 권기현 권미향 권성근 권수향 권영준 권이주 권주선 기미향
기현희 길인호 김경남 김경숙(67) 김경숙(69) 김경옥 김경이 김경자 김경희 김광대 김광섭 김광호
김 구 김국주 김규응 김기성 김기연 김기호 김남영 김남희 김대희 김도경 김동미 김래인 김맹순
김미례 김민주 김민지 김병갑 김보강 김복철 김석천 김선구 김선아 김선옥 김선화 김성엽 김수남
김수미 김수진 김순자 김신연 김안나 김영경 김영목 김영미 김영선 김영옥 김영진 김예림 김용범
김용빈 김우수 김윤미 김윤정 김은영 김은정 김은초 김응국 김응일 김잔디 김재숙 김재옥 김정모
김정선(62) 김정선(75) 김정아 김정환 김종근 김종민 김종원 김종훈 김주식 김주혜 김준수 김지연
김지철 김지현(72) 김지현(84) 김진숙 김진영(61) 김진영(80) 김진철 김진태 김진희 김창임 김춘환
김태연 김태웅 김필남 김현경 김현실 김현아 김현정 김형수 김혜영 김호 김희숙 김희정(72) 김희정(77)
김희태 나선심 노병갑 노은래 노준희 노 혁 도미향 도정란 동인선 류계희 류진우 맹정선 맹채연
명순빈 문미정 문종설 문지현 문초아 박건수 박광래 박권병 박남주 박달수 박문희 박미선 박미숙
박상섭 박상준 박석건 박선옥 박성필 박성희 박세희 박소산 박순덕 박신철 박영신 박영옥 박예림
박은경 박은미(67) 박은미(69) 박은순 박인규 박정호 박정훈 박종갑 박종필박종성(62) 박종성(70)
박창규 박채웅 박태원 박한성 박현식 박현옥 박효석 박희수 배정희 백승배 백정기 변양미 변영애
변정섭 서건수 서동민 서미정 서정만 서정복 서정안 서태웅 서 희 서희원 선주용 선지영 설진희
성선화 성태기 손인선 손주연 송경미 송광석 송다정 송민경 송용완 송인상 송현승 신규철 신아롱
신정숙 신혜종 심명석 심승보 심정숙 안계진 안선원 안선희 안수현 안영태 안종석 안종숙 안태영
안혜정 양기모 양민지 양혜경 어경호 어윤수 엄양순 여윤구 연규숙 오다혜 오동익 오동진 오윤경
오추옥 우상연 우영필 우주숙 원홍연 유경숙 유경자 유금선 유병호 유삼형 유상원 유연식 유영근
유웅선 유재길 유정연 유창순 유철호 유태균 유태준 유형석 유혜련 유혜정 유환성 육명수 윤노순
윤대식 윤명화 윤영기 윤은옥 윤정환 윤정후 윤종섭 윤주명 윤평호 윤현철 윤호섭 이 강 이경의
이경희 이계현 이귀식 이기연 이난영 이도형 이래헌 이명규 이명근 이명숙 이명애 이명열 이명재
이문정 이병근 이부연 이상국 이상미 이상순 이상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선미 이성순 이선영(68)
이선영(80) 이성우 이세종 이수배 이수희 이순옥(55) 이순옥(65) 이순우 이슬 이승재 이연경 이연주
이영린 이영미 이예은 이용선 이용재 이원근 이은섭 이은실 이은화 이인복 이임영 이재덕 이재란
이재병 이재수 이재완 이정남 이정란 이정로 이정수 이종기 이종덕 이종래 이종민 이주희 이준희
이지언 이지영 이지윤 이지희 이진섭 이진표 이찬선 이춘영 이태수 이하영 이학노 이한식 이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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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이형석 이혜진 이홍규 이홍기 이화연 이후연 인명순 인치견 임상빈 임선희 임양수 임은영(66)
임은영(82) 임재성 임재신 임재은 임정운 임호찬 임효진 장기수 장덕훈 장동호 장문숙 장미랑 장민주
장순안 장연숙 장연주 장영복 장영희 장찬우 장춘근 장필립 장혜진 전경자 전경화 전명옥 전문관
전병훈 전오진 전수정 전은정 전종규 전종한 전창완 전현미 전현숙 정경록 정경옥 정규태 정근수
정다은 정다진 정단비 정미희 정병규 정보경 정상숙 정상준 정성숙 정소윤 정승택 정영제 정은민
정은임 정은주 정의선 정익재 정석원 정인용 정재윤 정종모 정종윤 정형모 정혜정 정희현 조대진
조삼혁 조선행 조성민 조수경 조윤희 조은석 조한정 조현진 조형복 주평탁 지규남 지나연 진경신
진경아 진경인 진보미 진의종 진중록 차대운 차은미 차은희 채광빈 채성호 채수현 천명순 최경희
최두호 최명민 최영훈 최영희 최유정 최융희 최은주 최은하 최인묵 최재석 최진호 최춘애 최학기
최한철 최화식 최희관 피순임 하나연 하인공 한덕희 한미옥 한복희 한석근 한송이 한승우 한시영
한연자 한은서 허권행 허 선 허선혜 허승욱 허완욱 허종일 현건호 현민환 홍순석 홍양희 홍은주
홍현지 홍화숙 황덕현 황동식 황미혜 황연호 황영하 황은미 황천순 황한웅 황한형
㈜디지털 ㈜모닝바이오 ㈜브레인MRO ㈜엠아이티소프트 ㈜이은아공방구슬땀 ㈜즐거운밥상
㈜화이버옵틱코리아 ESTECH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천안시지부 컴팩토리 린이&니아 유진토토로

일시후원
고경호 고하준(고승재·박아람) 구교승 권은정 김동미 김명희 김민응 김상주가족 김우수 김윤미 김재숙
김진선 김진영(80) 김용범 나윤수 노준희 박성호 박은순 송용완 안봉훈 오다혜 윤은옥 윤평호 이동용
이명규 이상희 이재완 이종민 이주희 이준희 이지숙 이지아 이지영 이창림 임재은 임현순 장동호 장춘근
정병규 정상숙 진경아 최은주 최인해 주식회사공드리 카페모모 해맑은한의원 해피빈(기본모금함·똑똑똑)
행복플란트치과의원 ㈜네오텍 ㈜디바이스이엔지 ㈜에이지광학(천안지점) ㈜엠아이티소프트
㈜종합건축사사무소A-PEC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화이버옵틱코리아 LG전자세종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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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방법
2020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함께 만드는 복지세상이 되겠습니다.

복지세상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 보실래요?
복지세상을 후원하는 방법
정기후원 : 매월 1만 원 이상 약정된 금액으로 후원하며 본회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일시후원 : 의미 있는 날, 특별한 이유가 생기시면 일시적으로 후원해주세요.
가입권유 :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에게 복지세상을 소개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132-0748-71 (예금주 : 복지세상)
국민 714001-01-156211 (예금주 : 복지세상)

문의
전화 : 041) 575-2811~2
이메일 : 5752811@hanmail.net

* 복지세상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 복지세상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복지세상에 내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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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고경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이사
김기성(세종청사 의무실)
김대희(대나무한의원)
류진우(앙즈로 여성병원)
박광순(전 아산시자원봉사센터)
박성호(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박종성(박종성 세무사무소)
박채웅(다나여성의원)
박현식(윤일규 국회의원 사무실)
박효석(시사 크리에이터)
백승배(로코리코)
서정만(성광당한의원)

감사

신혜종(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원영(주. MIT소프트)

김수남(선우회계법인)
유환성(북일여자고등학교)

양진욱(호서대학교 대학본부 교무처)
이재완(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정수(사회적협동조합 다가치)

사무국

이종민(이화병원)

이선영 사무국장

장동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은주, 성선화 간사

정상숙(주부)

애뉴얼리포트에 사용된 그림 중 일부는 복지세상 소모임 '끄적끄적 펜드로잉' 회원들의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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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www.welfare21.or.kr Facebook. www.facebook.com/welfare21

Tel. 041)575-2811~2 Fax. 041)575-2858 E-mail. 5752811@hanmail.net

3114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0(성정동) (천안YMCA회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