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지역에 이주민 공동체 공간, 함께 만들어요~

이주민 2백만 시대를 맞이하며, 더 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사)더큰이웃

아시아는 지난 9년간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고려인동포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남양지역에 새로운 공동체 공간

으로 (가칭)‘남양글로벌센터’를 만들어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일상 교류공간이자 이주민 자녀 교

육시설로 운영하고자 공간 조성 기금을 모금하오니,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남양지역의 경우, 화성시 28개 읍면동 중에서 최근 2년간 가장 빠르게 이주민이 늘어난 지역임

(2016년 3,647명→2018년 5,016명, 2년에 38% 증가). 특히 남양과 안산을 잇는 도로가 개통되

면서 안산의 이주민들이 남양 인근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주거지까지 옮겨오는 추세

에 있어 당분간 남양지역의 이주민 증가율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안산 거주 고려인

들의 이주 추세를 고려할 때 남양지역에 고려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긴요함.

○ 이번에 마련할 새 공간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평일 오전과 휴일에는 성인 프로그램을, 평일 오후

에는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성인 프로그램과 아동ㆍ청소년 프로그램, 특히 선주민과 이주민간 교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새 공동체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금 개요  □□□□□

○ 기금 명칭 : 남양지역 이주민 공간(가칭 ‘남양글로벌센터’) 조성 기금

○ 기금 조성 목표 : 1천만원 (10만원을 1구좌로, 총 100구좌 모금)

○ 기금 납부 계좌 : 농협 351-0467-6786-73 (예금주 :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 보내주시는 기금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 발행



이      름 (Name)                                  (서명)

전      화 (Phone)

기부할 금액 (Dues)
□ 1구좌[10만원]   □ 2구좌[20만원]   □ 3구좌[30만원]
□ 5구좌[50만원]   □ 10구좌[100만원]
□ (   )구좌[(     )만원]

기부할 유형 (Type) □ 전액 기부   □ 1년제 펀드   □ 2년제 펀드

기부금영수증 발행 □ 필요 없음   □ 발행 원함(주민등록번호:                    )
[신청서 보낼 곳] 이메일: amcc@hanmail.net / 팩스: 031-267-1548

주소: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18(진안동)

기금ㆍ펀드 약정서
No.                                                           Date. 2020.    .     .

“더 큰 이웃을 향한 이해와 나눔”

사단

법인더큰이웃아시아
(우 18390)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18(진안동)    전화 (031)267-1526   전송 (031)267-1548

남양지역 이주민 공간 조성 기금 약정서
ㅊ r

○ 기금 명칭 : 남양지역 이주민 공간(가칭 ‘남양글로벌센터’) 조성 기금

○ 기금 조성 목표 : 1천만원 (10만원을 1구좌로, 총 100구좌 모금)

   ☞ 내역 : 공간 임차 보증금 500만원 + 시설,집기,비품비 500만원

○ 기금 조성 방법 : 원하는 구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기부하거나, 원하는 기간(1년~

2년)동안 펀드레이징 할 분들은 아래 3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함.

   1) 전액 기부 : 원하는 구좌에 해당하는 기금을 전액 기부

   2) 1년제 펀드 : 2021년 12월까지 원금을 돌려받고, 그 기간의 이자는 기부

   3) 2년제 펀드 : 2022년 12월까지 원금을 돌려받고, 그 기간의 이자는 기부

○ 기부자에 대한 혜택 : 1) 공간 입구에 기부자 이름을 영구 게시합니다.

   2) 공간(도서관, 모임방)에 대해 2년간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립니다.

   3) 공간의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드리고,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드립니다.

○ 기금 납부 계좌 : 농협 351-0467-6786-73 (예금주 :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 보내주시는 기금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