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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조직 

활동회원 

 2020년 (창립) 2021년 2022년 

회원수(명) 7명 17명 27명 

증가폭(명) - 10명 10명 

임원 

대표 1명 (한성진) 

운영위원회 7명 (김보미, 심기용, 연지, 창구, 플루키, 한성진, MECO) 

감사 0명 (공석) 

사무국 

외부연대 김보미, 창구, 심기용, 박기진 

회계담당 창구 

뉴스레터 볼돌 

후원회원관리 인성 

프로젝트팀/TF 

연구조사팀 플루키, 김보미, 심기용, 한성진 

이야기제작소F 한성진, 심기용, 노블, 서유미, 준영, 민혜림 

GSL TF 한성진, 심기용, 뚱땅, 문제니, 준, 호야 

 

 

 

2021년 단체 현황 보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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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2020년 8월 2021년 1월 2021년 8월 2022년 현재 

회원수(명) 21 23 36 47 

증가폭(명) - 2 13 11 

정기후원총액(₩) 275,150 385,150 688,150 1,038,150 

증가폭(₩) - 110,000 303,000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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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연대체 담당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창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가구넷 창구, 김보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심기용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김보미 

HIV/ADI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창구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심기용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박기진 

외부 홍보 채널 

(단위: 명) 

 2021년 1월 현재 증가폭 (%) 

홈페이지 (누적 방문수) 5439 19251 13812 (354%)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619 920 310 (194%) 

인스타그램 (팔로워) 378 677 299 (179%) 

트위터 (팔로워) 300 704 404 (235%) 

유튜브 (구독자)  84  

뉴스레터 (구독자) 96 161 6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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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활동 

2021년 1월 무지개청년리더십아카데미 2기 

2021년 2월 활동회원 역량강화 워크샵 

2021년 3월 고 변희수 하사 추모 성명서 발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추모 성명서 발표 

2021 다움 정기총회 

2021년 4월 이훈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후보 커밍아웃 환영 성명서 발표 

무지개청년리더십아카데미 온라인 REUNION 

다음세대재단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마감 

2021년 5월 신입 활동회원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제13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ZOOM in QUEER’ 기획 및 패널 참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IT) 기념 성명서 발표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IT) 공동행동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정치회의 참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2021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 시작 

서울시 청년허브 ‘2021 청년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 시작 

서울시 주거상담센터 ‘2021 슬기로운 연구생활’ 선정 및 사업 시작 

2021년 6월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성소수자 주거실태 및 

주거불안에 관한 연구 발표회 공동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목요행동 <자유선언 – 차별, 너 나와!> 기자회견 

청소년직접행동 간담회 

대전 청년X차별금지법 강연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 

주한덴마크대사관 초청 인터뷰 

2021년 7월 다움 내부교류 문화행사 ‘과일청 만들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x다움 책세미나 

2021년 8월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설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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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GA ASIA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동, LGBTIQ 및 기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촉

구 공동성명서 발표 

2021년 9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농성’ 2일차 <청년, 정말 젠더갈등이 문제일

까?> 집회 

<당신이 아는 ‘이대녀’는 없다> 패널 참여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 참여 

이야기제작소 3회 진행 

KAIST 인권주간 온라인 부스 

다움xMarriage For All Japan 국제교류회 

2021년 10월 2021 프라이드 엑스포 

법원의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판결 환영 성명서 발표 

다움x스기야마 후미노 국제교류회 

2021년 11월 한일 동성혼 교류 기념 결과 공유회 

캐나다대사관 초청 Roundtable with LGBTI Activists 패널 참가 

2021 청년 주거 컨퍼런스 참여 

이야기제작소 영상 콘텐츠 ‘선택의 순간’, ‘이야기상담소’ 제작 발표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시민대행진 참여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기념 <너에게 가는 길> 청년 관객 특별 GV 상영회 

다움x이케다히로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만남 

2021 다움 한일 동성혼 교류 결과기록집 발간 

2021년 12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장 지킴이 

다움 2021년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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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활동 평가 

2021년은 단체의 최대 역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성과를 달성한 해입니다. 다움은 성소수자 인권단체

로서 자리잡았던 2020년을 넘어, 2021년동안 성소수자 청년을 통해 청년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청

년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성소수자 청년에 집중하고 이들의 삶과 문제를 언어화하는 역량을 가지겠

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이야기제작소 및 국제교류사업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 창립부터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는 3900여명의 응답 참여

라는 기록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조사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청년 성소수자 전문 단체로서 인지도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22년까

지 이어져 2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조직의 내실을 단단히 하는 데에 미약한 202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소기의 성과를 남기고 신입회원 모집을 진행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합류하였으나, 

회원 조직에 깊게 집중하지 못했고 사무국의 유기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청년 성소수자 사

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이 대내외적으로 요구되었

고, 이에 단체 역량을 최대한으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이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복수의 사

업이 동시에 진행하는 양상에서 기존의 TF제도 운영에서 비효율성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

부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회원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 모델 구축 등은 당면한 과제

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2021년 한 해 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체 성

장동력을 확보하였다 평가합니다. 청년 성소수자 연구결과를 통해 다양한 의제에서 청년 성소수자들

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단체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와 동시에 단체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채워 나가며 안팎으로 단단한 2022년의 다움을 

기대합니다. 

2021년 활동 및 사업 보고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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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활동 보고 

조직 운영 및 내부 사업 

회의보고 

 총회: 2021년 3월 27일. 총 회원수 17명 중 위임 3명, 참석 10명 

 운영위원회: 2021년 3월~12월 총 5회 

 사무국회의: 2021년 4월~9월 총 11회 

사무국 운영 

 2021년 단체 운영 업무와 사업 집행, 그리고 회원 역량 강화의 구심점이 되는 그룹으로서 

사무국을 운영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① 단체 운영 실무 및 사업 기획 

② 사업 집행 및 운영 지원 

③ 회원 역량 강화 사업 기획 및 수행 

 뉴스레터 및 후원회원 관리의 경우 담당자가 지정되어 그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소기

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9월부터 실제 사업 수행에 단체 역량이 모두 투입되며 사실상 사무국 운영이 중단되었

습니다. 

신입회원 모집 

5월 6일부터 16일까지 함께 활동할 신입 활동회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신입 활동회원들과 5월 29

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13분이 합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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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기모임 및 내부교류활동 

 2월에서 3월까지 총 5차례의 회원 역량 강화 및 재정비 정기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움 회원들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었

습니다. 

 6월 19일 활동회원들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맥락과 주요 의제에 대해서 스터디해보았습

니다. 

 활동회원을 대상으로 서로 인터뷰하고 그 기록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터

뷰 기록은 이후 뉴스레터 등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7~8월동안 다움 문화의날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원격으로 과일잼을 만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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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회원 전용 팟캐스트 ‘다움팟’ 

기존의 성명서 읽어주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획을 구체화하여 활동회원 전용 팟캐스트를 진행하였습

니다. 노블님의 진행 아래 기용님이 고정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팟캐스트에선 최근 단체 활동 근황

을 공유하는 세션, 회원을 초대하여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해보는 세션, 외부 이벤트나 특정 의제에 

대해 이해해보는 세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팟캐스트는 8월부터 10월까지 6회 진행하였습니다. 

뉴스레터 

다움 홈페이지에서 매월 다움의 소식들을 뉴스레터로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과 달리 고정된 뉴스레

터지기(볼돌님) 4월부터 11월호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재단 및 기관 재정지원사업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지원사업 및 프로젝

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2021 청년프로젝트’: 청년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에 대

한연구조사, 청년 성소수자들의 집담회인 이야기제작소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는 프로

젝트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2021 청년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일본의 동성혼 운동단체 및 개인활동

가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주거상담센터 ‘슬기로운 연구생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동성커플 주거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청년 동성커플이 주거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는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는지에 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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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업 

무지개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온라인 REUNION (완료) 

5월 1일, 2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무지개청년리더십아카데미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재결합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참가자 외에도 다움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 성소수자들의 교류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서로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게더타운(gather.town)을 이

용하였습니다. 다움의 여러 활동 전시, 지난 아카데미 자료들을 다시 열람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이용한 행사 전 교류 시간과 아카데미 연사님들의 인사 영상, 실제 현실에서의 놀이와 같은 방석뺏기 

아이스브레이킹, 지난 1년 간의 다움 활동 및 아카데미의 성과 발표, 테이블 집담회의 순서로 진행하

였습니다.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 성소수자 주거실태 및 주거불안에 관한 연구 발표회 공동주최 

청년 세대에게도 부동산과 집값문제를 떠나 주거에 대한 고민은 상당한데 다움에서는 청년 성소수자에게

도 주거에 대한 욕구가 어떠하고 주거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

난 1년 다움도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에 연대하며 함께 연구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6월 29일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 

 

 

2022.02.27.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정기총회.  

 

(청년프로젝트) 청년x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다움이 진행한 청년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성소수자의 삶에 대하여 경청하고 통계화하고, 그것을 적극

적으로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사업인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에서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지난 10년 간 한국에 주로 거주한 청년 성소수자 대상으로 정체

성과 커뮤니티 참여, 차별 경험, 사회적 욕구, 건강, 주거 및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

록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8월 11일부터 4주간 진행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면접 및 FGI 면접조사를 진행하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911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45명의 면접조사 참여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3911명이란 응답 수치는 기존에 한국에서 진행한 성소수자 대상 최대 응답수 설문인 2014년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LGBTI 커뮤니티 사회적욕구조사'의 3,100명보다 더 많은 참여인원을 

확보한 것으로 설문조사 문항이 많아 평균 완료 시간이 30여분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

니다. 또한 한 연구조사에서 FGI/개별 면접을 단기간에 50명 규모 인터뷰한 것은 매우 큰 규모입니

다.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제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 첫 

시도로 12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실과 만나 연구조사를 소개하고 정책적 해결을 모색해보는 면담

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청년프로젝트 지원 기간은 21년 11월을 끝으로 종료되었으나 조사결과는 최종적으로 22년 5월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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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정기총회.  

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청년프로젝트)이야기제작소 

청년 성소수자들은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부문

에서 일상적인 소외와 배제, 차별을 경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특히 성소수자 공동체와 만나

기 어려운 현실이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큰 고립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온라인 환경을 이용한 

집담회인 이야기제작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야기제작소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3주 동안 ‘나의 커밍아웃 스토리 – 벽장을 나온 퀴어’, ‘성소

수자의 구직활동 – 트랜스젠더 친구들과 함께’, ‘가족협상법 – 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라는 주제

로 15여명의 활동회원 및 참여자들이 연속적으론 참여하였습니다. 

이야기제작소는 단순히 자조적 이야기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이야기를 문화콘텐츠화 시

키겠다는 자체적인 성과목표를 부과하였습니다. 잘 기획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간중간 미니게임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서 만날 수 없는 답답함을 넘어, 다른 성소수자들과 서로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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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프로젝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개 

이야기제작소의 성과목표였던 문화콘텐츠화 프로젝트로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튜디오 수집과의 

협력을 통해 <선택의 순간> 1/2화, <이야기 상담소>로 총 3편의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성소수자들에게 삶과 사회적 관계 설계에 있어 중요한 선택이 되는 ‘커밍아웃’에 대

해 성소수자/친구 간의 독백을 통해 풀어나가는 단편 웹드라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 상담소>는 

이야기제작소에서 수집된 실제 경험담을 사회인 보미님이 풀어내보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되어있

습니다.  

11월에 공개된 영상은 SNS/유튜브 누적조회수 4만회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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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L) 다움 x Marriage For All Japan 국제교류회 

9월 15일 일본의 대표적인 동성결혼 운동 단체인 Marriage For All Japan(이하 MFAJ)과 국제교류

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류회 전까지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의 동성혼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

던 배경과 에피소드, 일본 동성혼 운동의 세부 지형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단체의 인

식, 앞으로 일본 동성혼,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전망, 청년 세대의 결합정도 등에 대해 일부 사전질

문, 현장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교류회는 zoom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뚱땅님, 호야님의 동성결혼을 바라는 

자신에 대한 경험담을 직접 발제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이후 Marriage for All Japan 측의 발

제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다움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첫 국제 교류로 한국의 청년 단체가 일본의 대표적인 단체

와의 국제 교류가 성사됨은 물론 청년 인턴 활동가를 포함한 4인이 참석해주신만큼 적극적인 환대와 

참여로 교류가 진행되었다는 의의를 가졌습니다. 

 
 

2021 프라이드 엑스포 부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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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 ~ 3일에 진행된 2021 프라이드 엑스포에 부스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움 부스에서는 보미님

이 집필하신 도서, 기용님이 집필에 참여한 도서, 제니님이 제작하신 도자기 그릇, 기용님 아버지가 

성소수자 지지의 뜻으로 보내주신 꿀, 나무인형 등이 전시되고 판매되었습니다.  

 

(GSL) 다움 x Sugiyama Fumino 국제교류회 

10월 13일에는 도쿄프라이드 조직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Sugiyama Fumino(후미노 스기야마)님

과의 국제 교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Marriage for All Japan 교류회로부터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간 청년 세대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의 관계 및 동성혼 운동에 대한 전망, 후미노 스기야마가 

활발히 기여하였던 2015년 시부야현 동성파트너십 조례 제정의 배경과 뒷이야기, 도쿄프라이드의 역

사와 문화적 맥락 등에 대해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교류회에서는 우리 단체에 대한 소개 이후 준비

한 질문들에 대해 후미노 스기야마와 묻고 답하는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GSL) 이케다 히로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미팅 

Marriage for All Japan 교류회에서 만났던 활동가인 이케다 히로시님과 기회가 닿아 11월 13일 주

한뉴질랜드 대사의 사택에서 파트너인 필립터너 대사와 함께 미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

팅에서는 Marriage for All Japan 교류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더 깊게 공유할 수 있었고, 한국 동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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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일본 방문을 포함한 차후 교류와 협업을 기약하였습니다. 

 
2회에 걸친 교류회 및 추가 미팅을 통해 일본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

습니다. 일본 성소수자 운동은 문화적으로 성소수자 가시성이 높았지만, 그것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성소수자를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지는 않았고, 나아가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 성

소수자의 권리가 대변되지 않았던 맥락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자원 안에서도 성소수자가 어떻게 재현

되는지가 중요하며, 또한 문화적 가시성이 바로 정치적 자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

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성소수자 운동의 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

습니다. 

(GSL) 한일 동성혼 교류 결과공유회 및 결과기록집 발간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일본 단체 및 활동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일본 성소수자 인권 운동 및 

동성혼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한국에서 관심있어 하는 청년들에게 공유하기 위하여 11월 

6일 ‘한일 동성혼 교류 결과 공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행사에서는 

우리 단체의 일본 단체 및 활동가와의 교류회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한국의 동성혼 전문 웨딩플

래너와 함께 한국의 결혼과 동성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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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체 프로젝트를 기록으로 정리하여 결과기록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결과기록집은 한국어 버전 

외에도 일본어로 번역한 버전을 동시에 제작하여 일본 단체 및 활동가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더

불어 교류회를 기념한 굿즈로 우산과 스티커를 자체 디자인하여 제작하였고 국제배송으로 전달드리며 

차후 교류를 기약하였습니다 

 

(주거연구) 2021 청년 주거 컨퍼런스 발표 

10월 30일 2021 청년 주거 컨퍼런스에서 지난 5개월 간 <슬기로운 연구생활> 연구지원사업에서 진행한 

동성커플의 주거 욕구 조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 청년 관객 특별 GV 상영회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념하여 다움에서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의 GV 상영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상영 후 변규리 감독님과 주연 두 분(나비님, 비비안님)이 모두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

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구성하였고, 다움에서 특별 제작한 오리지널티켓을 배포하였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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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이틀만에 정원인 99명이 초과 신청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상영회와 영화에 관심을 주셨습

니다. 다움에게도 이번 상영회가 많은 관객분들과 극장에 모여 함께 공감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어 

특별했습니다. 상영 이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성소

수자 부모모임 활동 에피소드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대외 활동 및 외부 행사 참여 

제13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ZOOM in QUEER’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여러 쟁점을 토론하고, 인권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커뮤니티의 문화를 공유하는 배움과 소통의 장입니다. 이번 제13회 인권포럼은 전

면 온라인으로 5월 14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었습니다. 기용님께서 <신박기획! 성소수자 운동의 커뮤

니티 만나기> 세션의 발제자, <군대와 트랜스젠더: 병역부터 복무까지> 세션의 사회를 맡으셨고, 플루

키님은 <미디어와 성소수자: 성소수자 관련 언론/방송 보도의 현재>의 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신박기획! 성소수자 운동의 커뮤니티 만나기> 세션에서 다움은 무지개청년리더십아카데미와 

이야기제작소와 같은 사업을 소개하고, 사회초년생 성소수자 인권지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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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퍼레이드 

6월 27일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다움의 보미, 성진님이 행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규모 행사

는 진행할 수 없지만, 단체 별 2인씩 참여할 수 있었고 성소수자와 그 인권지지자들이 사회에 모습을 드

러낼 수 있어서 뜻깊은 퍼레이드였습니다. 

 

닷페이스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오프라인에서 단 2명만 다움 깃발을 흔들 수밖에 없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움 전체가 함께 행

진할 수 있었습니다. 6월 30일 닷페이스 2021 퀴퍼레이드 행진 #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를 통해 다

움 활동회원 각자 아바타들을 만들고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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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덴마크대사관 초청 인터뷰 

6월 25일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초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연대의 뜻을 표하기 위해 북유럽 4개국 대사관에서 한국의 퀴

어문화와 성소수자들의 상황에 대한 인터뷰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움 대표로 기용, 성진이 참여하여 다움 활동을 소개하고 청년,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과 어려움, 

코로나19 시대의 변화, 국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대사관과 시민들이 도울 수 있는 일 등에 

대해 질답을 나누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대사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undtable with LGBTI Activists 

10월 28일, 캐나다대사관이 중심이 되어 15개국 대사관을 초청한 라운드테이블에 성소수자 활동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기용님께서 참여하여 한국 성소수자들이 일상적, 제도적 소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점, 전체 청년에 비해 갖게 되는 특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언했습니다. 발언 

이후에는 대사관들의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들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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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정기총회.  

연대활동 및 사업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자유선언, 차별 너 나와!> 기자회견 

5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국회 앞 '목요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요행동

은 매번 다른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인데 6월 3일은 다움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움은 '자유선언 - 주먹이 운다'의 형식을 차용해 "자유선언 - 차별, 너 나와! 를 진행했습니다.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기념 공동행동 기자회견 

5월 22일 2021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우리가 여기있다"고 선언하는 공동행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프라이드 플래그'를 배경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다움은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을 담당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창구님의 사회 아래 다움의 성진, 기

용, 하루님이 발언하셨고, 마지막으로 보미님이 다움의 아이다호 맞이 성명을 낭독하였습니다.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집회 

국회의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차별금지/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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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17일까지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농성 기간 동안 다

움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9월 2일 오전 11시 개별 단체 주관 농성의 가장 첫 시작으로서 <청년, 정말 젠더갈등이 문

제일까?> 주제로 다움이 집회를 주관하였습니다.  

 9월 2일 오후 7시 21 평등집중에 창구님이 참여하여 자유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10일 ‘3시의 페미니즘’ 집회에서 <당신이 아는 '이대녀'는 없다>라는 주제로 보미님이 

이야기손님으로 참여하였습니다.  

 9월 11일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에서는 창구님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

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시민대행진 

11월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동안의 전국일주의 마지막 코스로 금천구에서부터 국회까지

의 시민대행진에 다움도 참여하였습니다.  



 

25 

 

 

2022.02.27.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정기총회.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장 지킴이 

11월 8일부터 진행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의 지킴이로 12월 30일 국회 앞 농성장

을 지켰습니다. 지킴이 활동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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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입 

 

항 목 세목 예산 결산 대비 비고 

이월금 ₩2,807,210 ₩2,807,210 100.0%   

후원금 

CMS 정기 ₩3,600,000 ₩6,004,704 120.1%  

일시후원 ₩2,000,000 ₩3,530,741 176.5%   

후원행사 ₩500,000 ₩794,500 158.9% 프라이드엑스포 

소계 ₩7,500,000 ₩10,329,945 137.7%   

사업비 무지개아카데미 보증금 ₩970,000 ₩520,000 -   

기타수익 ₩0 ₩8,368 -   

합계 ₩11,277,210 ₩13,665,523 121.2%   

 

수입 내역에 대한 설명 

1. 이월금 

2020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2. 후원금 

 정기 후원: 매달 CMS를 통해 후원회원분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입니다. 

 일시 후원: 사업 및 특정 시기 개인/단체에서 후원해주신 금액입니다. 

 후원행사: 2021년의 경우 프라이드엑스포 부스에서 후원의 형태로 수입이 있었습니다. 

* 현재 후원금 계좌는 CMS와 연동해 실제 집행을 수행하는 운영계좌와 별도로 운용 중이며 해당 계좌에

서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해당 달의 후원금 수입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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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무지개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2기를 수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보증금 미환급분과 직접 후원 의사를 

밝혀주신 금액이 사업 수입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4. 기타수익 

예금 이자금입니다. 

2021년 지출 

항 목 세목 예산 결산 대비 비고 

운영비 

사무비 

일반사무비 ₩300,000 ₩122,450 40.8% 명함제작비 포함 

CMS 유지비 ₩660,000 ₩662,992 100.5% 55000 원/월 

공과금 ₩100,000 ₩64,370 64.4%   

기타 수수료 ₩264,000 ₩79,800 30.2%  

소계 ₩1,324,000 ₩929,612 70.2%   

공간 

이용비 

행성인 사무실 이용료 ₩1,206,000 ₩1,206,000 100.0% 100500 원/월 

소계 ₩1,206,000 ₩1,206,000 100.0%   

교통 

운반비 

교통 운반비 ₩600,000 ₩511,810 85.3%   

소계 ₩600,000 ₩511,810 85.3%   

홍보비 
현수막 인쇄비 ₩100,000 ₩86,480 86.5%   

소계 ₩100,000 ₩86,480 86.5%   

운영비 소계 ₩2,020,836 ₩2,733,902 84.6%  

연대 

활동비 

연대 분담금 ₩440,000 ₩492,000 111.8%  

연대 사업비 ₩100,000 ₩26,730 26.7%  

활동비 ₩1,000,000 ₩269,700 27.0%  

연대활동비 소계 ₩1,540,000 ₩788,430 51.2%  

사업비 

회의 및 

역량강화 

사업비 

사무국 회의비 ₩200,000 ₩257,400 128.7%  

워크샵 ₩300,000 ₩395,380 131.8%  

역량강화 활동지원비 ₩250,000 ₩255,420 102.2%  

소계 ₩750,000 ₩908,200 121.1%  

퀴어문화축제 
부스 분담금 ₩70,000 ₩47,500 67.9%  

소계 ₩70,000 ₩47,500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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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비 
사업비 ₩2,000,000 ₩5,372,838 268.6%  

소계 ₩2,000,000 ₩5,372,838 268.6%  

사업비 소계 ₩2,820,000 ₩6,328,538 224.4%  

예비비 ₩309,350 ₩347,910 87.0%   

합계 ₩7,990,000 ₩10,198,780 127.6%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 

1. 운영비 

 사무비: 기본 사무비, CMS 유지비, 공과금 및 수수료 비용입니다. 

 공간 이용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공간(소회의실)을 다움이 사

용하는 것으로 매달 100,000원 납부 중이며 은행 수수료가 매달 500원씩 발생합니다. 

 교통 운반비: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운반 및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홍보비: 행사 현수막 인쇄 비용입니다. 

 교육훈련비: 운영위원 워크샵, 신규 활동회원 오리엔테이션 대관비, 회의 식비 지원, 캠페인 

교육용 보드게임(전쟁없는세상의 ‘광장에서 국회까지’) 구매 비용입니다. 

 예비비: ‘무지개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의 사업 예산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코로나19 대비 용

품 구매 등 사전에 계획되지 못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외부연대 

 연대 분담금: 연대체 정기 부담금입니다. 

 연대 사업비: 연대체 행사 진행을 위해 별도로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활동비: 연대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출장 및 경비입니다. 

3. 사업비 

 회의 및 역량 강화 사업비: 사무국 회의비, 워크샵 및 교육비 등 내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퀴어문화축제: 부스 분담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획사업비: 자체 사업 예산 및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자부담 지출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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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 정관 제40조 (감사)에 따라 회계 감사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감사의 부재로 

감사 보고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현재 감사 공석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이 어려우나 추후 감사보고서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재정지원사업 집행 보고 

인권 활동 및 지원사업 (2020.5 ~ 2021.5) 

비목 예산 결산 비고 

인건비 ₩16,657,000 ₩16,332,470  

사업진행비 ₩13,343,000 ₩12,399,281  

합계 ₩30,000,000 ₩28,731,751 1,268,249원 미집행 

 

2021 청년 프로젝트 (2021.5 ~ 2021.11) 

비목 예산 결산 비고 

인건비 ₩30,154,728 ₩30,139,721  

홍보비 ₩3,691,972 ₩3,690,000  

사업진행비 ₩14,422,300 ₩14,263,984  

활동비 ₩128,000 ₩51,000  

합계 ₩48,397,000 ₩48,144,705 252,295원 미집행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2021.5 ~ 2021.11) 

비목 예산 결산 비고 

인건비 ₩3,477,632 ₩3,477,327  

홍보비 ₩296,920 ₩296,920  

사업비 ₩1,157,441 ₩1,140,544  

운영비 ₩66,431 ₩64,920  

합계 ₩4,998,424 ₩4,979,711 18,713원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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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연구생활 지원사업 (2021.4. ~ 2021.9) 

비목 결산 비고 

연구활동비 ₩547,200  

홍보비 ₩456,000  

연구비 ₩1,000,100  

합계 ₩2,0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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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활동회원 회비 납부제도 도입의 건 

2022년 활동 및 사업 계획 승인의 건 

2022년 예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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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개요 

안건 상정 근거 정관 제33조제1항 (재정) 

① 이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회원의 회비,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 2021년 예산에서 회원 역량 강화 항목을 도입하여 회의비/교육지원비 등을 집행한 바 

있으며 필요한 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역량 강화 항목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회원 교류 및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기모임 및 내

부 교류 사업 예산을 추가하고, 회의비와 교육지원비를 포함하여 회원사업비 항목으로 확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업비를 예산의 주요 출처인 후원회비 수입에서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활

동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휴면상태가 아닌 모든 활동회원들이 회비

를 납부하여 재정적으로 충분한 비용을 얻고, 회원사업비 집행에 따른 효용감을 다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비 납부 제도 

 대상: 휴면회원이 아닌 모든 활동회원 

 납부 주기: 매월 초 

 금액: 5000원 기준(최대 2만원까지 자율 증액 가능, 회원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5000원보다 낮은 금액 책정 가능) 

 납부 방법: 단체 회원사업비 전용 계좌에 정기 납부(자동이체 또한 가능)  

활동회원 회비 납부제도 도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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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활동 기조 

“청년 성소수자의 삶에 실천적으로 개입하기” 

 

다움은 지난 해 청년 성소수자 인권 단체로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삶을 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이 중요함을 수치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취약성이 청년 세대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걸 드러냈고, 또 생애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조적 차별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작년 ‘청년 성소수자의 삶’ 자체를 키워드로 내걸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된 청년 성소수자의 

삶에 실천적으로 개입할 방법을 발굴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올해는 꼭 대표적인 의제운동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대국적 캠페인에 집중하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거나 삶에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하고, 이 필요성을 운동사회와 전문가사회, 그리고 대중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던지는 섬세한 상상력은 다움을 더 확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느슨한 연대의 플랫폼으로서 발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다움의 기반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는 첫째, 성소수자 운동을 재생산한다는 가

치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다움 회원들이 더 주체적으로 다움 단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느슨한 연대는 상당 부분 편리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상되지만, 한편으로 편리함 뒤의 버거운 업무가 소수 활동가들을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셋째, 코로

나로 인해 청년 커뮤니티가 상당 부분 파편화돼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움이 또 다시 청년 활동가들을 

파편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침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22년은 청년 성소수자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기간

2022년 활동 및 사업 계획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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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반기 동안 가지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선정하고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한다. 다만 국회토론회를 거치며 주어진 과제가 있음을 인식하여, 다움은 상대할 주요 관계부처로 통

계청, 보건복지부를 상정하고 “국가 단위 통계 마련”, “자살예방”을 당장의 주요 키워드로 삼는다. 자

살예방의 제도적 대책 일환으로 “동성결혼 법제화”, “성별정정 요건 완화”, “성소수자 친화적 노동/교

육 환경 마련”을 꼽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 영역에 집중한다. 

활동 및 사업 계획 

조직 운영 계획 

실무 분담 체계 개편(단체 실무 당번제 운영) 

 지난 1년 간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지속가능한 조직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실무와 사업 실행의 전권을 가진 사무국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지원사업 수행에 예상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됨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한계가 

발생한 점, 사무국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부터는 사무국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

었습니다. 후원회원 관리 및 뉴스레터와 같은 필수 영역의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성

과가 있으나, 담당자 보충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과 같은 방식의 실무 분담 구조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이와 별개로 일반 활동회원의 결합력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꾸준히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과 활동회원들이 조를 나눠 주기적으로 실무를 담당

하는 당번제 형식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당번제는 3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5월부터 정식 도입을 계획합니다. 

회원 조직 및 정모 활성화 

 당번제와 함께 회원 정모를 통해 내부 교류 및 정기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회원정모 및 내부교류에 대한 명확한 담당이 정해지지 않았던 문제를 실무 분담 체

계 개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주기적인 정기모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해결할 예정입니다. 특

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대로 회원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크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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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2일에서 2박3일가량의 일정동안 멤버십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역량강화훈련 등을 집중적으

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모집 

 단체의 실무분담구조가 안정화되는대로 신입회원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신입회원 모집은 지난 21년과 같이 청년 성소수자와 만나 의제를 발굴하고 말하는 일,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 또는 실제 행사와 캠페인 실무에 기여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배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운동에 기여하는 감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과 별개로 내부 실무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영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

다. 단체 내에 필요한 역할군을 탐색하고 이에 적합한 외부 인사가 있을 시 영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모금 역량 강화 및 후원회원 조직 

 2021년 동안 집중한 모금 전략은 회원 개개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진 집단부터 집중적

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후원회원분들과 후원금

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금 전략은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에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모금 전략을 설계하고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모금 역량 자체를 강화

하는 데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 모금에 대한 스터디를 이어가고 기존 후원회원들과

의 소통을 강화해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후원회원분들을 대상으로 2021년 활동 정산 보고서를 전달드릴 예정입니

다. 단체의 2021년 활동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후원회원분들의 후원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감사의 마음과 효능감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독립 사무실 확보 준비 

 감사하게도 창립 이후 지난 2년 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공간을 지원해주셨습니

다. 그러나 단체의 활동 계속됨에 따라 비품이 누적되어 대여 공간의 수용량을 초과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무실의 독립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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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독립 사무실의 확보는 재정안정성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2022년 동안 서울 소재지에서 확보 가능한 임대 공간을 물색하고, 이에 맞게 보증

금 확보 계획을 세워볼 예정입니다.  

법인화 형태 논의 및 준비 

 다움의 법적 성격은 비영리임의단체로 비영리단체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유번호증 발급 

및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의 기능을 보장받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은 아니나 공동의 활

동목적을 가진 단체 운영 상 필요한 투명한 자금 운용 및 공공성에 관한 대내적 공신력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사회적,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

받지 않으므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나갈 수 있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적인 문제의 해결과 재정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명확하기도 합니

다. 하나의 예시로 후원회원들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

점에서 법제도적의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 정체성에 맞는 적절한 법인화를 통해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안정

성을 가지고자 합니다. 청년단체로서 다양하고 유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올해까지 여

러 활동을 이어간 후 컨설팅 및 내부 논의를 통해 법인화의 형태를 구체화해볼 계획입니다. 

 

활동 및 사업 계획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기완료) 

 시기: 2월 4일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최초로 공개하고, 차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연구조사의 공론화의 시작을 알리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혜영, 권인숙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에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

니다. 연구조사 결과 중 당사자 차별 경험 및 실태, 사회·정치적 욕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관련 국가기관 및 행정부처와 토론을 진행하여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요구되는 정책

에 대한 생산적인 토의를 진행하며 그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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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성소수자 연구조사 단체 간담회 

 예상 시기: 2022년 3월 ~ 5월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연구의 

함의와 제언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 및 유관 단체들과 사전에 연

구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 발간 

 예상 시기: 2022년 5월 ~ 6월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여 발간합니다. 

 최종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 접근성을 확대한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하여 동시 발간하

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 성소수자 연구조사 정책 제언/개발 

 예상 시기: 2022년 3월 ~ 12월  

 보건복지부 및 자살예방센터 등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공론화하고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2월 국회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기관 및 담당자와의 2차 컨택부터 집중

해보고, 공동주최 의원실의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무지개청년리더십아카데미 3기 

 예상 시기: 2022년 8월 

 지난 2021년 연기된 3기 무지개청년리더십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1, 2기 아카데미와 같이 

주차 별로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학습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구성합니다. 단, 아카데미의 주요한 목적인 참가자들 사이 및 다움과의 유대감 및 네트

워크 형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면 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상황이 불가

피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연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동성결혼 의제 역량 강화 

 지난 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을 위한 TF팀의 특징은 동성결혼에 대한 회원 개개인의 욕구가 

선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으나 해당 TF팀을 중심으로 

동성결혼 의제를 폭넓게 다루고 캠페인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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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동성결혼 의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2021년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정세와 현황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처럼 일본 외의 국가들에 대해 동성결혼 스터디를 하거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보는 등의 

활동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대학 성소수자 모임과의 네트워킹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의 공동체적 성격이 와해됨에 따라 대학 성소수자 모임의 활동과 네

트워크가 약해졌습니다. 특히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의 해산으로 인해 대학 성소수

자들과 단체가 연결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QUV의 역사와 활동을 정리하는 과정을 

계기로 대학 성소수자 모임과 네트워크를 재형성해보고자 합니다.  

ILGA 국제 행사 참여 

 예정 시기: 2022년 5월 및 하반기(미정) 

 2022년 예정된 국제 성소수자 협회(ILGA: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World 컨퍼런스와 Asia 지부 컨퍼런스에 참여하고자 합

니다.  

 5월에 예정된 ILGA World 컨퍼런스는 Youth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다움 회원 대희님이 

ILGA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통해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ILGA Asia 컨퍼런스 또한 한국 주변 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 및 

글로벌 펀딩 기관과 접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이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World 컨퍼런스에 

비해 경비 등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일정이 가능한 회원들과 함께 다수 참여하는 것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엑스포 참여 

 2021년 참여와 마찬가지로 2022년 프라이드 엑스포에 참여합니다. 

 굿즈 판매 부스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2021년 참여와 달리, 다움 회원 제니님과 함께 미디

어 아트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자 합니다. 

퀴어문화축제 참여 

 코로나19 확산의 완화와 함께 오프라인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경우, 다움 회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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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컨소시엄 

 다움이 연대 참여 중인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진행 예정인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주거 

후속 연구, 주거권 단체와의 집담회, 성소수자 주거지원 매뉴얼 작성 등의 프로젝트에 컨소

시엄 단체로써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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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 계획 

 

항 목 세목 전년도 결산 예산 대비 비고 

이월금 ₩2,807,210 ₩2,957,773 105.4%   

회원 회비 ₩0 ₩1,000,000 -  

후원금 

CMS 정기 ₩6,004,704 ₩10,000,000 166.5%  

일시후원 ₩3,530,741 ₩6,000,000 169.9%   

단체/기관후원 ₩0 ₩2,000,000 -  

후원행사 ₩794,500 ₩1,000,000 125.9%  

소계 ₩10,329,945 ₩19,000,000 183.9%   

사업 수입 무지개아카데미 보증금 ₩520,000 ₩450,000 86.5%   

기타 수입 ₩8,368 ₩0 0.0%-   

합계 ₩13,665,523 ₩23,407,773 171.3%   

2022년 지출 계획 

항 목 세목 전년도 결산 예산 대비 비고 

인건비 
반상근 인건비 ₩0 ₩3,000,000 - 6 개월 x 1 인 x 50 만원 

인건비 소계 ₩0 ₩3,000,000 - 16.07% 

운영비 

사무비 

일반사무비 ₩122,450 ₩150,000 122.5%  

CMS 유지비 ₩662,992 ₩660,000 99.5% 55000 원/월 

공과금 ₩64,370 ₩100,000 155.4%   

소계 ₩849,812 ₩910,000 107.1%   

사무실임대비 ₩1,206,000 ₩1,206,000 100.0% 100500 원/월 

교통 운반비 ₩511,810 ₩600,000 117.2%   

비품 구입/서비스 구독비 ₩79,800 ₩500,000 626.6% Google Workspace 

회계감사비  ₩500,000   

홍보비 인쇄비 ₩86,480 ₩200,000 231.3%  

2022년 예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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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500,000 -  

소계 ₩86,480 ₩700,000 809.4%  

운영비 소계 ₩2,733,902 ₩4,416,000 161.5% 23.66% 

연대 

활동비 

연대 분담금 ₩518,730 ₩500,000 96.4%  

출장 및 활동 경비 ₩269,700 ₩400,000 148.3%  

연대활동비 소계 ₩788,430 ₩900,000 114.2% 4.82% 

사업비 

회원사업비 

회의비 ₩257,400 ₩400,000 155.4%  

교육지원비 ₩255,420 ₩250,000 97.9%  

내부교류사업비  ₩600,000 -  

워크샵 ₩395,380 ₩600,000 151.8%  

소계 ₩908,200 ₩1,850,000 203.7%  

기획사업비 

아카데미 3 기 ₩0 ₩1,000,000 -  

기타 기획사업 ₩596,180 ₩2,000,000 335.5%  

소계 ₩596,180 ₩3,000,000 503.2%  

행사참여비 ₩47,500 ₩100,000 210.5%  

특별사업비 ₩4,776,658 ₩5,000,000 104.7%  

사업비 소계 ₩6,328,538 ₩9,950,000 157.2% 53.31% 

예비비 ₩347,910 ₩400,000 115.0% 2.14% 

합계 ₩10,198,780 ₩18,666,000 183.0%   

 

지출 계획에 대한 설명 

1. 인건비 

단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인건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2년 하

반기동안 반상근비로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운영비 

 사무비: 일반사무비는 기존 사무비 사용 내역에 준하는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사무실 임대비: 2022년까지 동일하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을 이용할 예정입니

다. 

 교통, 운반비: 기존 출장비 항목에 해당합니다. 결산과 별개로 2020년과 동일한 예산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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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습니다. 

 비품 구입/서비스 구독비: Google Workspace 이용 수수료 등의 IT 서비스 월정액료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비: 감사보고서 및 감사 수행을 위해 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홍보비: 행사에 사용되는 현수막, 단체 깃발 등을 위한 인쇄비 외에 광고를 위한 홍보비 항

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연대활동비 

 분담금: 연대 사업 특별 분담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출장 및 활동 경비: 연대행사 회의비 및 연대 담당자 활동 경비로 지급합니다.  

3. 사업비 

 회원사업비: 기존 회의 및 역량강화사업 항목을 회원사업비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획사업비: 2022년 사업계획에 따른 기획사업을 위해 단체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예산항목

입니다. 

 행사참여비: 퀴어문화축제 부스 분담금 항목을 외부행사 참여비로 일반화하였습니다. 

 특별사업비: 사업비의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비정규적인 행사 및 

중요한 프로젝트에 할애할 수 있도록 책정한 예산항목입니다. 

4. 예비비 

결산과 별개로 2020년과 동일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년 간의 사례가 누적된다면 적절한 예산 

내 예비비 비율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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