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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안병표

눈 속의 봄

매화
詩 이수광
매화의 높은 품격
세속 티끌 끊었나니
갓 내리는 눈발 속의
해맑은 그 향기여!
뉘 알랴? 말을 잊고
덤덤이 마주 선 곳
이 늙은이 마음밭도
마냥 두루 봄인 것을.

행운과
행복의
까치집 둥지

(원주종합사회복지관장)

조선 중기의 문신 신흠(申欽, 1566~1628)은 한시‘야언(野言)’에서‘매화는 일평생 아무리 추워도
자신의 향기를 팔지 않는다. 梅一生寒不賣香(매일생한불매향)’이란 유명한 싯구를 남겼습니다. 매화
는 우리 문학사에서 시와 시조, 가사, 민요 등에 600여회가 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푸르름
을 잃지 않는 소나무(松)와 대나무(竹) 그리고 꽃을 피워내는 설중매(雪中梅)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
하여 그동안 시인과 사군자를 그리는 많은 분들의 작품 소재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정문 앞 매화나무에도 봄이 시작되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연분홍 꽃잎을 가진
매화꽃들을 피워내고 은은한 향기를 날려 보내며 지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맑음,
고결함, 인내’의 꽃말을 가진 매화는 꽃이 핀 다음 눈이 꽃 위에 내려앉고 얼음이 얼어도 그 자태를 그
대로 지켜내며 향기 또한 잃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매화
처럼 인내하고 고통을 견뎌내며 소중한 꿈과 뜻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정신을 되새기고 다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글로벌 세계 정보화 사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계적 불황
과 국내 경기 침체를 실감하며 현재도 미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과 고민거리들이 점
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멈출 수 없기에 거의 대부분은 이 사회로부터 제
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 속에서도 여린 꽃잎일지언정 당당하게 생명을 지켜내고 꿋꿋하게 맑은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
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속으로는 자신만의 사리사욕으로 가
득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중적인 웃음의 가면을 결코 쓰지 않고‘이웃사랑 나눔’이라는 사람의 맑고
고결한 향기가 이 세상 멀리멀리 퍼져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입니다. 올 해 행운의 복이 찾아올 것임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두 까치 부
부가 쉴 새 없이 둥지를 틀기 위해 지금도
나뭇가지들을 열심히 물어다가 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이든 우리들 마음을 더
한층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까치는 옛날부터 길조로 여겨왔습니다.
까치가 깍!깍! 짖어대면 반가운 손님이 찾
김 유 성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이용어르신) 아오려나 기대를 하게 되고 설날 아침에 까
치 소리를 들으면 귀한 손님이 온다는 기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정문을 들어설 때 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원주종합사회복
면 바로 은행나무 위에 까치집 짓기가 한창 지관 문 앞 나무 위에 까치집 둥지를 바라

보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의 전설
처럼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려나 기대를 하
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들이지만 까치의 부지
런함 본받아 남은 인생을 살렵니다. 항상
우리들 노년의 삶을 보살펴주시는 복지관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후 2시 까
치 부부들은 집을 완성해놓고 어디를 외출
중인지 조용하기만 하지만 조만간 알을 낳
고 새끼를 부화하고 잘 길러내는 행운과 행
복의 까치집 둥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 편지 글에 적어봅니다.

2 l 프로그램 소개

중·고등부 학습지원 프로그램

푸르미
청소년 공부방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권봉주

공부방 이용 문의
033)732-4006~7
(담당 : 권봉주 사회복지사)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6년 5월
1일 청소년 공부방을 개소하여 방과후 저
소득 가정 아동의 학습지원, 특기 적성교
육, 문화체험활동, 지역연계 활동, 도서 대
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1
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초
등부와 중·고등부를 운영하였으나, 2015
년 7월부터는 지원이 중단, 그 후 재단법
인 “바보의 나눔”을 통해 2016년도 “푸
르미청소년 공부방”사업이 선정되어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르미 청소년 공부방”은 한부모·수
급자·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 및 맞
벌이 가정의 원주권 내 중·고등부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16시부터 19시까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 혹은 생계 문제 해결 회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을 위한 야간 보호자의 부재와 저소득 청
그 외에도 5월과 9월에는 장미축제, 한
소년들의 학습기회 부족 등 가족의 기능을
지축제 등 지역 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보완하고 야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혹은 8월 초
로 계획되었습니다.
중에는 여름캠프를 진행하여 수상체험을
1월 달에는‘소중한 나 만들기’,‘소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월에는 나만의 케
한 나 바로보기’,‘소중한 나 바꿔보기’, 이크 만들기 등을 진행하며 기쁨을 함께
‘소중한 나 둘러보기’의 주제로 총 4회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에 걸쳐 한 달간 정신건강증진센터 아해
누리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마음up(자
아존중감)”프로그램을 진행하였 습니
다. 3월 달에는 1분기“영화관람”을 진행
하여 저녁식사 제공 후, 중·고등부 청소
년들이 직접 고른 신작 영화를 관람하며
흥미를 유발,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
은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영화 관람은 연 중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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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날개후원회 결연후원금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

김 현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는 은빛날개후원회의 공 조종사분들의 후원금과 노력봉사로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지원 및 복지시설, 장애우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 받는 이
하는 요보호 아동 1명을 발굴하여 2015년부터 매월 25만원의 웃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결연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활동의 폭을 넓

은빛날개 후원회는 2002년 1월 7일 설립되어 14년간 대한항

01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02

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03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중하지 못하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사업을 위해서 은빛날개후원회 회원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

써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

조종사들이 직접 대상을 방문하여 견

가의 동량으로 키워나가는 미래지향

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

적을 산출한 후에 시공에 참여하여

적인 사업입니다.

는 국내 사회복지기관 등을 발굴하여

대상자들의 주거복지에 필요한 다양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약계

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4)소외계층 긴급 지원 사업, 5)

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

아동 방과 후 교실 운영(양천 하늘 공부

는 기관을 수시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방)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은빛날개후원회 결
연후원에 선정된 결연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결연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와 아동의 최근 사진을 제출하여
체계적인 후원금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고통 받는 대상자들을 발굴하
여 보다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4 l 복지관 소식(2016년 1월~3월)

저소득가정 건강기능식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서비스제공
및 지역조직
동계 사회복지현장실습

1월 13일(수) 오전 11시 2층 관장실에서 파마누코(대표:권오
윤)와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의 건강증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저소득 가
정의 대상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제, 기능성 화장품 등
을 지원하여 대상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협약하
였습니다.
1월 5일(화)부터 1월 25일(월)까지 3주간 3개대학 10명의 학
생이 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습니다. 금번 실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건강기능제품(영양제, 비타민제, 화장
품)11종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습 참여는 경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명대학교, 한라대학교에
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사회복지관련법규와 사회복
지사의 윤리등 그동안 배운 사회복지학문에 대한 이론을 직접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UP" 프로그램 진행
태장중학교 빵 후원

서비스제공팀에서는 지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푸르미 청소
2016년 1월 12일(화) 14시에 태장중학교‘행복나눔’ 봉사단

년 공부방’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을 받

에서 본 복지관을 방문하여 직접 만든 쿠키와 빵을 전달하여 주

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인‘마음UP’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

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빵과 쿠키는 약 150개로, 복지관 이용

니다.

어르신 및 재가어르신, 요보호 아동·청소년에게 골고루 배분

본 사업은 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1월 18일(월), 21

되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빵을 전달 해주는‘행복나눔’봉사

일(목), 25일(월), 29일(금)까지 총 4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단 너무나 감사합니다.^^

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으로 변화하여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내어 주신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 간호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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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 노인대학 입학식

장수춤 개강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
까지 본 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6 ‘해오름 노인대학’
입학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오름 노인대학은 맨손체조, 맷돌체조, 장수춤, 라인댄스,
민요장구, 한글교실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3월부터 12월(8월달 제외)까지 9개월 간 진행됩니다.
입학식은 관장님의 인사말과 허진욱 시의원님의 축사를 시작
으로 노인대학 대표 박화생 어르신의 선서, 프로그램 소개, 질
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어르신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3월 15일(화)을 시작으로‘장수춤’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
니다. 올해부터‘우리춤 제조’가‘장수춤’이라는 이름으로 변
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업내용 보다 더욱 쉽게 난이도를 조절
하여 처음 배우는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하였습니다. 진도아리랑 등 전통 가락에 맞추어 기본 동
작 및 춤사위를 익히는 시간을 가져 노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글교실 개강
2015년 제1차 운영위원회

3월 9일(수)을 개강으로 매주 수요일 원주종합사회복지관 2
층 프로그램Ⅲ에서‘한글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어교
사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던 자원봉사자 선생님의 도움

3월 17일(목) 2층 관장실에서는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으로 한글을 익히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자음, 모음의 구성 원리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위원 6분이 참여하신 가운데 2016년 1분

에 대해 학습하고 짧은 시 읽기를 통해 배운 것을 복습하는 유

기 사업실적보고, 2분기 사업계획보고, 2015년 수입·지출 결

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안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운영위원회
에 참석하여 복지관 운영발전에 고견을 주시는 운영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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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화)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3층 프로그램실Ⅱ에서
‘민요장구’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인댄스 개강

여러 가지 장단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직접 장구를 쳐보기도 하고 아리랑, 도라지, 한오백년 등 민요
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져 더욱 흥미로운 수업 시간이 되었습
니다.

푸르미 청소년 공부방 1분기 영화관람

3월 15일(화)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3층 대강당에서‘라인
댄스’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몸풀기 댄스를 시작으
로 초급·중급·고급 단계로 발전하며 교육을 진행하며 기본
체조, 라인댄스, 포크댄스, 댄스스포츠 동작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어르신들께서 흥겹고 신나는 댄스 동작을 하시며 나이를
잊고 활기찬 모습으로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계십니다.

맷돌체조 개강

3월 24일(목) 18시부터 22시까지 푸르미 청소년 공부방 이용
자를 대상으로 1분기 영화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참여 청소년들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당일 개봉한“배트맨 대 슈퍼맨:저
스티스의 시작”을 관람하며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문화체험 욕구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약돌 상담사업
3월 15일(화)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3층 대강당에서‘맷돌
체조’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맷돌체조는 맷돌의 회
전방향이 심장의 혈액순환 방향, 지구의 회전방향과 같다는 점
에 착안한 자연 운동으로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우리의 체질에 잘 맞게 짜여진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이 맷
돌체조를 통하여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요장구 개강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매
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조약돌(조그맣고 약한 마음 돌보기)’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회마다 2명∼3명의 어르신들이
상담을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상담을 통해 우울증 및 자살성향 검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
의 심리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우울증,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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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2016년 동계 청소년 봉사학교 진행

다. 뿐만 아니라 목욕 후 에는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여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OIL 주유소 행복나눔N 캠페인" 진행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원주 권 내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11일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3층 대
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복지관 사업 소개, 봉사
활동 시 주의사항, 활동 요령 등에 교육하였습니다.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S-OIL 신평주유소의 후원으로

오리엔테이션 후에는 1월 12일 화요일부터 1월 29일 금요일

"S-OIL 주유소 행복나눔N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19

까지 총 3주간 동계 청소년 봉사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13

일 화요일 저소득 재가어르신 4가구에 실내등유(100만원 상당)

명의 학생들이 오전·오후조로 나뉘어 복지관 환경미화, 어르

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겨울철 유류비 지출에

신 자립활동실,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등으로 배치되어 활동하

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두가 복지

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S-OIL 관계자 분들 및 신평주유소 임

관 사업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계기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가 되었습니다.

을 보내셨습니다.

우동데이 진행

목욕지원 서비스 진행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주거 환경상 집에서 목욕을 하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월 26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기 곤란한 요보호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월1회

13시까지 복지관 지하 경로식당에서 우동데이를 진행하였습니

‘목욕지원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다. 추운겨울을 맞아 따뜻한 국물을 어르신들께 대접해드리고

서는 태장2동에 위치한 오복옥사우나의 도움으로 시중보다 저

자 맛있는 우동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

렴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목욕 전 후에 복지관 차량으로

고 좋아하셨습니다. 함께 조리 및 배식에 참여해주신 봉사자 분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을 송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

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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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가스공사 후원
'아름다운 설 명절 나눔' 지원사업 진행
MBC무한도전 장학금 전달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가스공
사 강원지역본부의 후원으로 2월 3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
지 '아름다운 설 명절 나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
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선물 전달식을 마치고 복지
관 직원, 공익요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재가어르신 55분께 설
명절 선물(떡국 떡, 양념 불고기, 전(동그랑땡, 꼬치, 부침개, 동
태전), 곶감, 라면, 햄, 약과, 산자, 캔디, 젤리)을 전달하였습니
다. 어르신들께서는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풍족한 설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문화방송·MBC무한도전이 함
께 추진한 제5차 MBC무한도전 장학금 지원사업에 원주공고 2
학년 최00군이 선정되었습니다. 3월 4일(금요일) 복지관 사무
실에서 2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 기념품(무한도전 달력
및 학용품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응원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문화방송과 MBC무한
도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진행
되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봉사 진행

원주우편집중국 설 명절맞이 후원

2월 4일 목요일 원주우편집중국(국장: 이상환, 임직원분들)
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관 내 푸르미 공부방 청소년 2가
정에 후원물품(쌀, 휴지, 라면, 선물세트 등)과 후원금1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시고 쌀쌀한 날씨에 청소년 가정
까지 직접 전달해주신 원주우편집중국(국장: 이상환, 임직원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18일 금요일부터 강릉원주대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되어 6
명의 봉사자가 푸르미 청소년 공부방 학습지도, 재가어르신 식
사배달, 무료경로식당, 자립활동실, 방과 후 아카데미 등으로
배치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순차적으로 진
행하였으며 복지관의 사업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3월이 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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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어르신 생신잔치 진행

1/4분기 식사배달차량봉사자 감사의 날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12시부터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6년 1월부터 3월동안 수고하

14시까지 봉화산 유황오리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생신인 재가어

신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서비스 차량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르신을 대상으로 1분기 생신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신을 맞

를 표하기 위하여 3월 25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차

이한 14명의 어르신 중 거동이 가능한 5명이 참여하셔서 맛있

량 개인봉사자 10명과 단체 1곳에 유류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는 점심식사로 돌솥오리훈제정식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식사 전

궂은 날씨에도 애쓰시는 식사배달서비스 차량봉사자분들 안

에 케이크와 함께 생신축하노래를 불러드리며 즐거움을 나누는

전운전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선물로 준비한 속옷세트를 드
렸고,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들께는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모
두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세요!~

신규직원 소개

안녕하세요. 원주종합사
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현
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제
가 살아온 원주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다방면으로 지역사회
에 복지하며 배울 수 있는 종
합사회복지관에 취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건강한 지역사회
를 만드는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의 채용공고를 보고서
제가 꿈꿔왔던 직장이라 생각이 되어 지원하였고 입
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4일 한해의 시작과 함께 원주종합사회

복지관에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
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주 사업은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서
비스로 65세 이상 저소득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
르신 55분을 대상으로 하여 끼니해결이 어려우신 분
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재가어르신들께 따뜻한 관심을 갖고 세심한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담당
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미소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직장의 신입직원으로서 모든 게 생소하고 서투
르지만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성장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10 l 복지관 소식(2016년 1월~3월)

상애원 봉사활동

정병원 업무협약

2월 27일(토) 주말 자기개발활동 시간에“봉사활
동”으로 양로시설인 원주 상애원을 방문하여 청소년
들이 지역안에서 긍정적인 청소년상을 확립하고 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존감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자원봉사 활동임에도 불구하
1월 27일(수) 정병원에서는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방
과후 아카데미와 정병원 상호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되
었습니다. 앞으로 정병원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
미 친구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
셨습니다.

고 참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
며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처럼 다정하게 맞아주셨고 마
술 공연을 함께하여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제공해 드
렸다는 기쁨이 함께한 시간이 되었으며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뮤직케어링센터 체험활동

금융교육

1월 30일(토) 뮤직케어링센터 체험 활동으로 청소년

3월 26일(토) 여성가족부 주최 SAP와 JA KOREA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기

후원하는 함께하는 금융교육을 복지관3층 대회의실에

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신의 역량과 재능

서 실시하였습니다.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악기를 만

10여명이 넘는 강사님들과 관계자 분들의 도움으로

져보고 두들겨보고 웃어보고 크게 소리도 질러보고 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기본적인 예금 및 금리 등 금

트레스도 푸는 등 한껏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었

융전반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

습니다. 미술 심리검사 및 상담도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로 알아가
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ver.14 l 11

2015년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결산 총괄표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단위 : 원)

세입

세출

과목

2015년 예산

2015년 결산

과목

합계

625,211,000

628,103,665

2,892,665

합계

625,211,000

628,103,665

2,892,665

사업수입

26,029,600

25,222,895

▲806,705

인건비

291,933,070

290,899,010

▲1,034,060

보조금수입

511,784,240

511,784,240

0

업무추진비

2,037,170

1,645,820

▲391,350

후원금수입

66,128,640

69,361,790

3,233,150

운영비

37,426,820

37,350,570

▲76,250

이월금

10,142,014

10,142,014

0

시설비

35,403,500

35,403,500

0

잡수입

11,126,506

11,592,726

466,220

사업비

204,318,760

236,132,660

▲4,186,100

1,641,382

1,641,382

0

16,450,298

25,030,723

8,580,425

증감

-

-

-

-

잡지출

-

-

-

-

예비비 및 기타

2015년 예산

2015년 결산

증감

2016년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총괄표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단위 : 원)

세입

세출

과목

2015년 2차
추경예산

2016년
본예산

사업수입

26,029,600

26,318,435

288,835

보조금수입

511,784,240

565,133,960

53,349,720

후원금수입

66,128,640

65,228,307

▲900,333

증감

전입금

0

10,000,000

10,000,000

이월금

10,142,014

16,450,298

6,308,284

잡수입

11,126,506

5,380,000

▲5,746,506

625,211,000

688,511,000

63,300,000

계

2015년 2차
추경예산

과목
인건비
사무비

재산 조정비

사업비

2016년
본예산

증감

291,933,070

317,898,000

25,964,930

업무추진비

2,037,170

3,600,000

1,562,830

운영비

37,426,820

58,630,260

21,203,440

시설비

35,403,500

34,000,000

▲1,403,500

가족복지사업

83,855,950

76,030,960

▲7,824,990

지역사회
조직사업

10,496,380

13,206,780

2,710,400

지역사회
보호사업

84,192,650

72,575,000

▲11,617,650

교육문화사업

7,250,000

5,300,000

▲1,950,000

자활지원사업

8,300,500

8,250,000

▲50,500

특화사업

46,223,280

99,020,000

52,796,720

잡지출

잡지출

1,641,382

0

▲1,641,382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16,450,298

0

▲16,450,298

625,211,000

688,511,000

63,300,000

계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감사드립니다. 더욱 알찬 복지관,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

후원금으로 후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개인

■ 단체

권봉주, 권혁순, 김나연, 김승민, 김우현, 김원배,
김재숙, 김 현, 김현진, 김호현, 김화순, 나영숙,
박경림, 박우순, 손성기, 안병표, 안소영, 원노연,
원인숙, 원정환, 이병삼, 이상빈, 임소아, 전명자,
전선금, 정상열, 최병진, 홍은경

02

사랑의전화복지재단, SK케미칼,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사단법인 은빛날개후원회, 사러가플러스마트, 손약국,
오케이세무법인, 원주우편집중국, 이마트,
㈜세리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물품으로 후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의류, 두유), 대경산업(면장갑, 주방세제, 용기), 설악추어탕(김치), 영복마트(두유),
태장중학교(빵, 쿠키), 푸드뱅크(도넛, 바나나, 식품류 다종)

03

자원봉사 활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미용봉사자 - 곽은정, 김명자, 김영희, 김이순, 김정희, 소현정, 이은정, 정인자, 최정인, 함여진
■식사배달 - 강도우, 강민지, 강은지, 강정묵, 고은실, 김만수, 김범기, 김주하, 김진갑, 김현진, 백도은, 소경희,
우창석, 이만우, 이애리, 이재용, 이향미, 임성애, 임혜정, 장애리사, 장홍기, 전경희, 조영준, 조재영,최영희
■경로식당 - 권오숙, 김명자, 김선애, 김순이, 김정애, 김해연, 남궁춘식, 노정일, 문은숙, 안소영, 유금자, 유덕순,
윤명남, 윤복녀, 이경화, 이병삼, 이삼숙, 이상빈, 이 선, 이순예, 이영숙, 이의숙, 이춘연, 이현은, 이화선,
임순옥, 장용성, 정춘자, 조채원, 최미애, 최은숙, 한승기, 허은숙, 홍광희, 홍수미, 황해덕
■청소년 봉사 - 강성준, 강지연, 구민지, 김나연, 김동현, 김명규, 김산성, 김윤서, 김정수, 김준혁, 남가비, 남세휘,
박상현, 박 설, 박재성, 박재훈, 박주영, 방성현, 서진영, 송민지, 송주은, 신기남, 신주용, 안국선, 안형준,
유혜은, 윤민서, 윤희지, 이다은, 이동환, 이소연, 이승하, 이지은, 이태환, 임인정, 장세은, 정유진, 조태영,
지하늘, 차상근, 최경은, 홍병택
■대학생 봉사 - 김대은, 박미정, 이정윤, 임성진, 최승규, 최아론
■물리치료실 - 박성남
※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실적입니다.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뜻을 함께 나눌 전문
자원봉사자분들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무료급식소, 도시락배달, 이·미용, 목욕지원,
아동학습지원, 부업교실 보조 등 복지관의 사업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분들의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33) 732-4006~7 담당사회복지사 김 현

후원안내

진정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눔입니다.
후원계좌 농협 209-01-542957(원주종합사회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