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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 앉아 귀 기울이면 새들 중에도 음치가 있습니다. 

헤엄이 서툰 물고기, 키가 자라지 않은 나무,

덜 예쁜 꽃, 빠른 거북이와 느린 토끼

세상 어디에나 다름이 존재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 이영철의 《사랑이 온다》 중에서 - 

음치 새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일동

길을 걸으면 “새소리가 왜저래?” 하면 웃음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새소리 덕분에 숲은 더욱 조화롭고 생명감 넘치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1년의 과정을 

이 보고서에 담아 보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어르신, 지역주민 모두와 함께 다름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순간들을 천천히,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복지관소개

하이라이트 2018

2018년 특성화사업

2018년 사업실적

자원봉사현황

후원사업보고

예·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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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 조직화 및 활동기반 마련           

•주민참여형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

•굿프렌즈 나눔문화 확산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축제, 경로잔치 등 운영           

•한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세계문화리더 양성 및 세계문화의식 교육서비스 제공      

•계층간, 세대간 통합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전문지식 활용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종사자 업무효율성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운영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심층적 욕구 파악

•휴먼서비스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체계화, 안전망 구축

지역주민과 함께
다름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듭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다름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듭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주민소통문화 열어가기

다름이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다름을 인정하는

창의적 지역복지운동 전개

Mission
and
Vision

추진전략

일반현황

시설현황

Value 소통하는

복지공동체

소통하는

복지공동체

다양성의

공존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성

다양성의

공존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성

Part 01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2

Part 03

열린 주민소통문화 조성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네트워크 구축

돌봄, 자립, 자치 공동체 추구

다양한 문화존중

맞춤형 휴먼서비스 제공

계층간, 세대간 통합서비스 제공

새로운 변화 추구 복지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실천가 양성

지역사회 복지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

•기관명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

•설립일자  1995. 08. 10

•소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성서주공1단지아파트 내)

•홈페이지  http://www.goodwelfare.net

•기관장  김성수

•이사장  정연욱

•대표전화  053-583-1284 

•FAX  053-585-4646

•SNS  http://www.facebook.com/sswc95

•복지관 총 면적 (2,590㎡)

•3층(609㎡)    강당, 다름이아름다운갤러리,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실, 

                          다아름심리·언어상담센터, 야외테라스, 성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층(669㎡)    사무실,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온누리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실, 녹색가게, 

                          사랑방카페, 상담실, 성서푸드마켓

•1층(729㎡)    어르신쉼터, 공동작업장, 전석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지하(583㎡)  기계실, 전기실

2018 ANNUAL REPORT•복지관 소개 2018 ANNUAL REPORT•복지관 소개



04 05

4월  _  April

•은하수마을주민연합회 ‘은하수마을 가꾸기’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온누리장난감도서관 ‘제6회 달서 북(Book)소리 축제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대구달서와룡지회 연계 어르신 특별급식 지원

•삼진제약㈜ 대구영업소 나눔 활동 진행

•세이브더칠드런 위기가정 지원사업 아동 지원

•이마트 성서점 희망나눔프로젝트 정신장애인 사회기술훈련 ‘재래시장 봄나들이’

•정신장애인 사회적응력향상 프로그램 ‘라이스 클레이’교육

2월  _  February

•은하수마을 주민리더 역량강화활동 ‘정월대보름 : 윷놀이’

•이마트 성서점 희망나눔 프로젝트 후원 전달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 설 명절 나눔활동 연계 진행

•대구보훈병원 아동 문화체험 영화관람 진행

•국제로타리클럽 3700지구 글로벌 해피프로젝트 장학생 선정 및 지원

•대구보훈병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THE PHO연계 다문화가정 외식지원사업 실시

5월  _  May

•어버이날 기념 ‘은하수마을 경로잔치’

• 다문화가정 아동의 둘레사람 관계력 증진을 위한 자아탄력성 강화프로그램

   “영천시안미술관 체험”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대구 성서로타리클럽 연계 주거환경개선 활동 진행

•달서구청 공무원봉사단 ‘사랑으로행복한사람들’ 후원 어르신 특별급식 진행

•민관합동사례회의(대구사회복지관협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여성독거어르신 봄나들이(개척봉사단 연계)

3월  _  March

•다문화가정 식습관개선프로그램 ‘우리가족 건강밥상’ 개강

•아동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 ‘아동인권교육(신당·와룡중학교)’

•행복공감 별빛교실 공부방 프로그램 ‘꿈나무나라사랑 생생탐방’ 문화체험활동

•평화정공 임원봉사단 연계 ‘평화정공 Day, 특식의 날’ 진행

•다문화수용성증진프로그램 ‘빛모아’ 발대식

•아산복지재단 노노케어사업 실버이끄미 연합교육

6월  _  June

•맞춤형 건강관리교육 실시 “웃음치료” (달서구 성서보건지소 연계)

•어린이재단·교보생명 초등학생 경제교육 진행

•평화정공 임원봉사단 연계 ‘평화정공 Day, 특식의 날’ 진행

•한국에이버리(유) 대구지점 연계 나눔활동 진행

•평화정공㈜ 연계 기업사회공헌 ‘녹색가게와 함께하는 아나바다 활동’ 진행

•이마트 성서점 희망나눔 프로젝트 후원 전달

•호식이두마리치킨 사랑의 마음 나눔 후원전달식 진행

•녹색가게 푸르미봉사단 간담회

하이라이트 2018

2018 ANNUAL REPORT•하이라이트 2018

1월  _  January

•다아름심리언어상담센터 언어·심리치료실 운영

•롯데시네마 성서 연계 특별시사회 초청 관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화수산 멸치 후원 전달

• 행복공감 별빛교실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 ‘성서도서관 연계 찾아가는 독서활동’ 진행

• 신당동·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연계 간담회

2018 ANNUAL REPORT•하이라이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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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_  July

•아동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 ‘인권체험&캠페인’ 활동(어린이재단 지원)

•자원봉사자양성관리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이마트 성서점 연계 ‘사랑의 삼계탕 나눔Day’ 진행

•기아자동차 성서지점 연계 여름철 자동차 무상점검 진행

•아름다운가게 희망나누기 개인자립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다문화가정식습관개선프로그램 연합나눔활동 ‘건강한 음식 나누기’

•교보생명 대학생봉사단 경제교육

10월  _  October

•‘빛모아’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선정

•정신장애인 슬로우 가을 여행 진행

•다문화 아동의 신체발달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나눔활동’

•동무와 함께 동심을 찾아 떠나는 어르신 동요축제 참가

•홍콩중국요리 후원 어르신 외식활동 진행

•제23회 은하수마을축제

•달서구청 공무원봉사단 ‘사랑으로행복한사람들’ 후원 어르신 특별급식 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SK㈜ 지정기탁사업 기능보강 배분 신청

•민관파트너쉽 향상을 위한 종사자역량강화 활동(비슬산 일대)

•어르신 맞춤형 건강용품 지원사업(달서구청,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8월  _  August

•다문화가정 아동의 둘레사람 관계력 증진을 위한 자아탄력성 강화프로그램

    “가족관계캠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달서지역 자활센터 연계 방학맞이 아동 교육문화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자립능력개발서비스 사회기술훈련 영화관람

•청소년경제교실 경제골든벨 지역 예선

•다문화자녀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계명대학교)

11월  _  November

•복지관 ‘신의 한 수’ 봉사단 대구광역시 우수프로그램 입상

•결혼이주민 한국어배움터 달서구 평생교육 우수사례 선정

•2018년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

•대구 성서로타리클럽 연계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 새학기 준비물품 전달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신협두손모아봉사단과 함께하는 안부Day’ 사업 수행

•이마트 성서점 다문화가정 집밥 요리대회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금보험공사 예보꿈나무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년경제교실 대구지역 연합 시장체험 ‘야니시장’

9월  _  September

•은하수마을 주민리더 역량강화활동 ‘선진마을 탐방&멤버쉽’

•자원봉사자양성관리 ‘자원봉사자 야외멤버쉽활동’

•다문화 아동의 신체발달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가족스포츠 캠프’

•평화정공 임원봉사단 연계 ‘평화정공 Day, 특식의 날’ 진행

•한국전력공사 연계 추석맞이 사랑나눔 봉사활동 진행

•대구 성서로타리클럽 연계 나눔활동 3분기 경로잔치 진행

•신당동·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연계 간담회

•우리생애최고의모임, 은초롱봉사단과 함께하는 독거어르신 가을나들이

12월  _  December

•은하수마을 결혼이주민 한글 작품 시 낭독회

•행공공감 별빛교실 공부방 프로그램 ‘이월드 놀이공원’ 문화체험 활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연계 연말연시 나눔활동 진행

•㈜이마트 대구물류센터 연계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진행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참사랑봉사단 문양지부 연계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진행

•고문당인쇄㈜ 연계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진행

•메트라이프 연계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업 진행

•대구도시철도공사 참사랑봉사단 문양지부 연계 아동 문화체험 영화관람 진행

•성서농협 쌀 300kg 후원전달식 진행

•대구 성서로타리클럽 연계 나눔활동 4분기 경로잔치 진행

•대구 성화라이온스클럽 연계 연말연시 이웃돕기 나눔활동 진행

•달서구청 공무원봉사단 연말연시 나눔활동 진행

•에스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2018 ANNUAL REPORT•하이라이트 2018 2018 ANNUAL REPORT•하이라이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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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내 다문화가정 아동 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다문화 중점학교 인접 지역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겪는 

심리·정서적문제가 일반가정에 비해 심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사회변화에 개방적이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아탄력성 강화

공감, 자신감,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

부정점수 감소

불안, 우울, 위축, 공격행동

부모양육스트레스 감소

참여자 전원 임상범위에서 정상범위로 도달

심리적 안정을 위한 관계코칭(전문가 1:1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미술작품

전시회, 미술관체험, 관계기술교술 등 통해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되어 아동들 주변에 친구가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답니다. 아동들의 바람처럼 희망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동과 가장 밀접한 체계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캠프, 가족 푸드아트테라피를 통해 부모-자녀의 관계를 강화하고 

회복하여 가족의 행복지수도 UP 되었답니다. 참여한 아동들은 1년 동안 키도, 마음도, 성장한 한해였답니다.

마음으로 걷는다

천천히 걷는다 

너와 나란히 함께 걷는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둘레사람 관계력 증진을 위한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다름이 아름다운 나와 너

친구야,

할 수 있어!

사업

성과

너와나의

희망나무

우리가족

행복지수 UP

2018년 특성화사업

57점

68점

자아탄력성 총점

67점

57점

문제행동 총점

85점

80점

부모양육스트레스 총점

6%19% 18%

57점

68점

자아탄력성 총점

67점

57점

문제행동 총점

85점

80점

부모양육스트레스 총점

6%19% 18%

57점

68점

자아탄력성 총점

67점

57점

문제행동 총점

85점

80점

부모양육스트레스 총점

6%19% 18%

· 다문화가정 아동의 둘레사람 관계력 증진 및 자아탄력성 강화

· 다문화가정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 다문화가정 가족개입(부모-자녀간의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가족기능강화

2018 ANNUAL REPORT•2018 특성화사업 2018 ANNUAL REPORT•2018 특성화사업

1 "관계코칭" 개별 심리상담치료

2 "친구가 되어줄께" 집단미술치료 

3 푸드아트테라피 "말 잘듣는 청개구리 버거만들기"

4 "친구야 할 수 있어" 미술작품 전시회

1

2

3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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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관은 청소년경제교실 대구지역 거점센터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학생봉사단 YAHO를 

파견하여 초등학생에게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합니다. 2018년에는 6개의 사회복지시설 66명의 

어린이에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득과 소비, 용돈관리, 신용, 저축과 같은 ‘금융’에 대해서도 배우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경제활동이 기초가 되는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경제골든벨과 시장체험인 야니시장으로 포함하여 총15회기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복지관으로, 대학생봉사단 YAHO가 찾아갑니다. 경제놀이터 수업시간에는 경제박사 선생님으로, 쉬는 

시간과 수업 후에는 아이들을 잘 살피고 공감해주는  멘토로 두가지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실

대구지역 거점센터

사업

성과

체계적인 경제교육, 

경제놀이터!

아이들의 든든한 멘토,

대학생봉사단 YAHO!

놀이와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경제관을 길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라나는 아동의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청소년경제교실

9.8 11.7

경제 이해력

108.7 115.6

전체 경제 태도

48.1 51.5

경제에 대한 생각

9.8 11.7

경제 이해력

108.7 115.6

전체 경제 태도

48.1 51.5

경제에 대한 생각

9.8 11.7

경제 이해력

108.7 115.6

전체 경제 태도

48.1 51.5

경제에 대한 생각

22.6 23.4

저축에 대한 관심도

10.2 11.2

경제 습관 계획성

5.7 6.4

용돈 계획성

22.6 23.4

저축에 대한 관심도

10.2 11.2

경제 습관 계획성

5.7 6.4

용돈 계획성

22.6 23.4

저축에 대한 관심도

10.2 11.2

경제 습관 계획성

5.7 6.4

용돈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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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 지역아동센터 경제놀이터 현장

3_4 대구지역 예선을 거쳐 경제골든벨 본선에 참가한 친구들

1

2

3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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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원사업 ‘인권, 교문을 열다’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인권지킴이(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22명)를 결성하여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인권감수성향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

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신당중학교·와룡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

위원회 위촉 인권강사단(6명)과 인권지킴이(22명)와 함께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체험·토론·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로 직접 참여하며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참여 아동·청소년외에도 지역주민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주민들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인권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역이 사랑이 넘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

니다.

인권

지킴이

인권

감수성

사랑을 품다!

인권을 담다!

사람의 인권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인권을 함께 지켜나가요!

지역 내 아동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기반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시즌Ⅱ

인권, 교문을 열다

•인권감수성 변화정도 (신당중학교 70명, 와룡중학교 130명)

•인권UCC 공모전 우수상 - 신당중, 와룡중

사업

성과

신당중 와룡중 신당중 와룡중 신당중 와룡중

46명

75명

14명
20명

4명 8명

신당중 와룡중 신당중 와룡중 신당중 와룡중

46명

75명

14명
20명

4명 8명

신당중 와룡중 신당중 와룡중 신당중 와룡중

46명

75명

14명
20명

4명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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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지킴이 선진지(부산인권사무소) 견학

2 아동·청소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도서에 대한 인권토론

4 인권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알린 인권캠페인‘인권이란?!’

1

2

3 4

증가학생 수 감소학생 수유지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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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달서구 신당동, 한국인 ‘우리’와 다문화가정 ‘그들’을 나누어 차별을 하는 

마을의 분위기는 어려움을 넘어 무섭기 까지 했습니다.

‘마을을 변화시키는 결혼이주민 샌드아티스트’ 빛모아 샌드아트 공연팀을 만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베트남, 몽골, 루마니아에서 온 결혼이주민, 그리고 한국의 동네 주부가 모여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이란설화-다른일곱 같은일곱)을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많은 지역주민 빛이 나오는 라이트박스 위에서 펼쳐지는 샌드아트 이야기를 접하며 자연스럽고 즐겁게 다문화를 긍정적

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생겨났습니다. 결혼이주민이 샌드아트로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된 우리의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차별과

편견

결혼이주민

샌드아티스트

다름이

아름다운 마을

작은 도전에서 시작된 우리의 기적! 

다름은 아름답다!

사업

성과

이주민의 샌드아트 콘텐츠 제작·공연·보급을 통한 선주민 다문화수용성 향상 프로젝트

빛모아 (빛과 모래로 만든 아름다운 다문화 이야기)

다문화사회통합 유공단체표창 (달서구청장)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롯데사회공헌사업 우수기획사업 선정 (롯데유통)

지역주민다문화수용성

긍정적 함양

교육용 샌드아트 영상집

제작 및 배포 (DVD)

100

75

50

25

0

평균
80점

보통
8.2%

부정
1.3%

평균
96.3점

긍정
90%

증가
사전

사후

참가자다문화감수성 전원 향상

다문화사회통합 유공단체표창 (달서구청장)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롯데사회공헌사업 우수기획사업 선정 (롯데유통)

지역주민다문화수용성

긍정적 함양

교육용 샌드아트 영상집

제작 및 배포 (DVD)

100

75

50

25

0

평균
80점

보통
8.2%

부정
1.3%

평균
96.3점

긍정
90%

증가
사전

사후

참가자다문화감수성 전원 향상

다문화사회통합 유공단체표창 (달서구청장)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롯데사회공헌사업 우수기획사업 선정 (롯데유통)

지역주민다문화수용성

긍정적 함양

교육용 샌드아트 영상집

제작 및 배포 (DVD)

100

75

50

25

0

평균
80점

보통
8.2%

부정
1.3%

평균
96.3점

긍정
90%

증가
사전

사후

참가자다문화감수성 전원 향상 다문화사회통합 유공단체표창 (달서구청장)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롯데사회공헌사업 우수기획사업 선정 (롯데유통)

지역주민다문화수용성

긍정적 함양

교육용 샌드아트 영상집

제작 및 배포 (DVD)

100

75

50

25

0

평균
80점

보통
8.2%

부정
1.3%

평균
96.3점

긍정
90%

증가
사전

사후

참가자다문화감수성 전원 향상

1 결혼이주민 문화다양성 샌드아트 콘텐츠 제작

2 결혼이주민 문화다양성 동극 제작 

3 마을을 변화시키는 결혼이주민 샌드아티스트 ‘빛모아’

4 문화다양성 샌드아트 공연 (수성구범물종합사회복지관 공연)

1

2

3 4

•참가자 다문화감수성 전원 향상 •지역주민 다문화수용성 긍정적 함양

교육용 샌드아트 영상집(DVD)

제작·배포

다문화사회통합 유공단체표창

(달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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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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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장난감도서관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긍정적 놀이경험 제공 프로그램

한국가스공사 온누리장난감 도서관 4호점

아동성장 시기에 꼭 필요로 하는 놀잇감이나 교구가 많은데 아동의 특성상 오래 가지고 놀지 않으면서 매번 새것으로 

사주기에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온누리장난감도서관을 통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 됩니다.

장난감도서관 신규회원 67명

장난감 대여 횟수 520건

실내놀이터 이용 횟수 4,384명

아동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더욱더 청결이 중요합니다. 온누리장난감 도서관에서는 매일매일 자외선

살균기와 분사형 소독기로 장난감을 소독·세척하며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 걱정까지 해결합니다.

아동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있습니다. 

실내놀이터에서는 아동들이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 부모님들 간에는 육아에 필요한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또한 아동들의 지능발달 및 감성개발에 도움이 되는 오감 자극 전문놀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도서관은 없었다

사업

성과

아이

깨끗해

놀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

2018 ANNUAL REPORT•2018 특성화사업 2018 ANNUAL REPORT•2018 특성화사업

1 장난감대여

2 깨끗한 장난감 소독·세척 

3 실내놀이터 이용

4 제6회 달서북(BOOK)소리축제 체험부스 운영

1

2

3 4

#

#

#

장난감도서관 이용아동

장난감도서관 이용학부모

"매일매일 재미있고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의  발달정도에 적합한 장난감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놀이방법도

교육받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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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 다양한 책, 다양한 이웃과

함께 하는 도서관 입니다!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 독서문화확산을 위한 문화소통 프로그램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도서관이 없는 줄 알았던 우리 마을에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최신도서들과 잡지를 지역주민이 

모여 읽고(독서동아리), 한국어 공부를 위해 읽고, 놀이로 재미있게 읽을수 있는 공간입니다.(독서교실, 책놀이터) 나

아가 모두가 읽을 수 있게 알리며(지역축제 도서관 홍보), 책 읽는 마을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쟤는 왜 한국말을 못해?’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우리는 종종 다르게 생겨서, 다른 말을 해서 틀리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책을 읽고, 문화를 체험(다문화아동 모국문화 자수, 다름이 아름다운갤러리 다문화

사진전 등)하며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책과 문화로 

배우고 소통해 나아갑니다.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책을 통해 즐기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화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책 읽는

마을

서로 다를 뿐

틀린 게 아니야

우리의

도서관

사업

성과

1 결혼이주민 한국어 학습 자료 활용

2 지역주민 및 다문화아동 독서교실 ‘생각 쏙쏙 독서교실’ 

3 지역 내 결혼이주민 도서관 이용

4 다문화 특별프로그램 다문화아동 자수 활용 모국문화이해 ‘신의 한수

1

2

3 4

•독서문화 확산 정도 •다문화감수성함양

도서관 이용 빈도 및 여가시간 중 독서의 비율 증가 문화이해 및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이해 

2018년 1월 2018년 12월

88%

36%

73%

다문화아동 자수활용 모국문화이해 프로그램 ‘신의 한 수’

대구광역시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선정

달서다문화 가족도서관 다문화 특별프로그램

롯데(LOTTE)사회공헌 우수기획 사업선정

달서구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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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의 생활변화 및 자립을 위한 강점관점 중심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사례관리사업

1  홀로어르신 월동물품(전기요) 전달 

2 민관합동사례회의

3 정신장애인 사회기술훈련 '재래시장 봄나들이'

4 국제로타리클럽 글로벌 해피프로젝트 장학생 지원

1

2

은하수 마을의 한 집에서는 맛있는 밥냄새가 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손녀를 위한 아침준비, 학교 가는 길 마중하기.. 

혼자 식사를 하거나, 외출을 하기 어려운 손녀에게 할머니는 엄마 역할을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할머니의 몸 상태, 

조금은 느린 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1년간 사례관리자는 할머니의 건강문제, 손녀의 학업유지 및 생활관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료, 심리상담, 외부자원을 

활용, 지원하여 삶의 무게를 함께 덜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복지관 공부방을 통해 이랜드에 다녀온 손녀는 

종알종알 친구들과 즐거웠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머니도 의료비 걱정을 덜게 되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듯 함께 

웃습니다. 이젠 당신의 삶의 길에,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젠 힘이 나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이 걷히는 것 같다고 김태평(가명)씨는 말합니다. 홀로 오랜시간을 지냈던 탓인지 사회

복지사와 일주일의 두 번 상담을 힘들어 했습니다. 모든 정신을 다 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달간 상담을 안하기도 

했지요.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 시작, 또 다시 상담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늘 집에서 나오기 싫어했던 태평씨는 

요즘 매일 산을 오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유시간을 쪼개어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여 도시락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나요?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께요.

김연경 같은 멋진 배구선수가 꿈인 은희, 세계를 여행하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솔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걷고 싶다며 

재활치료에 열심인 수지, 모두 자신의 꿈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친구들입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린이재단, KT&G복지재단, 예금보험공사 등의 다양한 기업재단, 후원자들의 귀한 후원금

으로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밝은 꿈을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걸어요

마음아

이겨라!

꿈꾸는 널

응원할게

#

#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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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한 뼘, 마음 한 뼘

다음 세대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저소득(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발달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GO! GO! Play

복지관은 저소득가정이 밀집되어 있으며, 다문화 중점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일반가정 대비 저소득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은 성장발달이 지연되거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스포츠(수영, 방송댄스, 클라이밍)활동을 진행하고, 또래집단

과의 사회성을 향상을 위해 특별체험 활동(스포츠 캠프, 나눔 활동, 외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건강한 신체발달에 대하여 아동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아동의 신체발달은 물론 사회성까지 

향상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에 대해 흥미가 전혀 없었던 아동이 ‘오렌지재능클래스’를 통하여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여 아동의 꿈을 찾고, 키워 줄 수 있었습니다.

활짝 피어나고

싶어요

사업

성과

몸 튼튼,

마음 튼튼!

꿈 찾고,

꿈 키우고

2018. 3 2018. 10

49점

53점

사회성척도 점수 향상

2018. 3 2018. 10

71.6점

74.6점

성장 점수 향상

2018. 3 2018. 10

71.8점

74.6점

인바디 점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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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영프로그램

2 클라이밍프로그램 

3 승마체험활동

4 방송댄스공연 (제23회 은하수마을 축제 공연참가)

#

#

#

1

2

3 4

수영

유연성, 지구력, 근력, 균형  향상
방송댄스

유연성, 지구력, 근력  향상
클라이밍

유연성, 지구력, 근력, 균형  향상

인바디 점수 향상 성장 점수 향상 사회성척도 점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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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을 전하는 만남을 통해

지금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만들어갑니다!

여성독거어르신의 자아통합감 향상 프로그램

우리 어르신 행복한 노후 만들기

여성독거어르신 자아통합감 향상 프로그램에는 즐거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생신잔치를 준비해준 우리생애최고의

모임봉사단, 은초롱봉사단, 만들기 솜씨를 발휘해준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척봉사단, 재능기부 봉사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법! 천연비누, 원예, 부채만들기, 합동화 등 다양한 

작품을 함께 완성해가며 즐거움도 커집니다. 군위로 안동으로 떠난 현장학습도 빼놓을 수 없지요!

이 프로그램에 함께한 열두분의 어르신들은 72세부터 83세까지 11살 터울이 있지만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움도 배웠지만, 더욱 중요한 친구를 얻게 된, 

우리 어르신들!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

새로움을

배우다

11살 터울이지만

아름다운 친구

사업

성과

56% 13.7%
65.4% 18.6%

9.4% 향상 4.9% 감소

56% 13.7%
65.4% 18.6%

9.4% 향상 4.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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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

#

#

자아통합감 향상 우울감 완화

1_2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척봉사단과 함께하는 어르신 봄 나들이(군위 일대) 

3 공예 프로그램 '모스식물로 액자만들기'

4 우리생애최고의모임, 은초롱봉사단과 함께하는 어르신 가을 나들이(안동 일대)

1

2

3 4

· 참여독거어르신들의 지지체계 구축

·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한 자아통합감 향상

· 참여독거어르신들의 우울감 완화 및 삶의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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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실적

사례관리가능

세부 사업  내용 실적

사례발굴

초기상담 63건 63명

사례사정 63건 63명

정기사례회의 23건 52명

사례개입

정기상담 585건 585명

개입계획 51건 51명

개입활동 162건 168명

점검 및 평가 2건 46명

통합사례회의 12건 197명

안부확인시스템운영 11,247건 11,247명

서비스연계

민관합동사례회의 13건 140명

서비스연계 126건 474명

사례성과보고 1건 50명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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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호사업

세부 사업  내용 실적

건강관리지원

협약체결 3건 3명

간호연계 2,714건 2,714명

보건교육 24건 680명

의료서비스연계 16건 82명

경제지원

명절물품지원 2건 535명

월동물품지원 1건 790명

생활안정지원 1,013건 1,150명

재가복지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6건 25명

위생관리서비스 30건 30명

밑반찬지원 48건 169명

도시락지원 96건 990명

가족기능

강화사업

세부 사업  내용 실적

행복공감

별빛교실

특기적성교육 49건 577명

자기주도적학습 244건 3127명

자원봉사자간담회 1건 3명

독서활동 94건 888명

석식 및 간식제공 244건 3,114명

문화활동 5건 93명

생일파티 1건 11명

정신장애인

자립능력

개발서비스

self-care 서비 2,404건 322명

사회기술훈련사업 23건 205명

정기사례회의 4건 15명

전문가양성교육 12건 19명

여성

독거노인

자아통합감

대상자발굴 및 사정 1건 12명

오리엔테이션 2건 22명

집단프로그램 29건 308명

문화체험활동 2건 53명

특별한 하루 4건 65명

사업평가회 4건 44명

다아름

심리언어

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운영 2건 9명

초기면담 30건 30명

심리/언어검사 40건 40명

심리/언어치료 1,593건 1,593명

사회서비스운영 1,646건 1,646명

전문가양성교육 25건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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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세부 사업  내용 실적

다문화가정

역량강화지원

한국사회디딤돌딛기 180건 1,667명

일상생활지원교육 5건 78명

다문화가족종합지원 126건 357명

다문화수용성증진

프로그램

'빛모아' 발대식 1건 10명

'빛모아' 소통활동 3건 29명

'빛모아' 샌드아트 콘텐츠제작 12건 98명

'빛모아' 동극제작교육 12건 91명

'빛모아' 문화다양성공연 7건 1,326명

'빛모아' 문화나눔캠페인 1건 410명

'빛모아' 샌드아트 퍼포먼스 1건 1,000명

'빛모아' 교육용 샌드아트 콘텐츠보급 1건 9명

'빛모아' 평가회 1건 9명

달서다문화

가족도서관

도서관운영 294건 8,973명

독서동아리(책고리) 21건 120명

초등독서교실 94건 876명

그림책놀이활동(책놀이터) 10건 103명

도서관이벤트(책이즐거운도서관) 2건 512명

다름이아름다운갤러리 6건 459명

다문화아동자수프로그램 11건 121명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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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화

세부 사업  내용 실적

주민복지증진

경로잔치 1건 400명

은하수마을축제 1건 500명

편의시설제공 320건 1,296명

법률상담 30건 30명

어르신쉼터운영 295건 9,893명

사회복무요원활동지도 928건 936명

주민조직운영

은하수마을주민연합회운영 16건 177명

장애인자조조직운영 15건 532명

어르신자조조직운영 6건 40명

주민역량강화활동 2건 33명

마을기업운영지원 246건 492명

주민복지교육 4건 118명

여성장애인

사회관계망 향상

자조모임조직및운영 4건 12명

사랑방카페운영 293건 293명

자립지원금조성 12건 36명

지역공동체 만들기

녹색가게운영 301건 2,291명

프리마켓운영 1건 100명

간담회 2건 9명

복지네트워크

구축

세부 사업  내용 실적

지역사회연계

네트워크협약 구축 및 운영 73건 143명

네트워크연계활동 37건 3,033명

프로그램자문 3건 25명

실습지도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 24명

 지역조직화

 지역조직화

홍보 및

조사연구

세부 사업  내용 실적

홍보 및 조사연구

언론홍보 33건 -

소식지 제작 2건 2,700명

홍보자료 제작 3건 -

연구보고서 제작 5건 -

홈페이지&SNS 관리운영 312건 -

기관방문 19건 36명

교육문화사업

세부 사업  내용 실적

교육문화

아동교육문화 115건 569명

성인교육문화 174건 754명

어르신교육문화 174건 1,765명

문화복지
어르신문화활동 3건 103명

장애인야외나들이 1건 80명

지역평생

교육활성화

홍보및모집 1건 10명

오리엔테이션 1건 10명

문화로마음공감하기 1건 10명

마음함께들여다보기 1건 14명

마음만들기 18건 161명

마음나누기 2건 37명

자조모임 4건 33명

마음꽃피우다 1건 9명

경제교육

경제놀이터 13건 95명

경제골든벨 1건 7명

야니시장 1건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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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제공

자활지원사업

세부 사업  내용 실적

자활근로지원

취부업연계 14건 14명

공동작업장운영 265건 1,032명

조건부자활근로활동 399건 741명

결혼이민자희망근로 71건 71명

자원개발

및 관리

세부 사업  내용 실적

자원개발

후원자개발 128건 128명

후원자관리 132건 11,288명

모금사업 3건 137명

외부자원개발·접수·관리 574건 -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자원봉사자모집 12건 458명

자원봉사자교육 7건 102명

자원봉사자배치 및 활동 12건 6,528명

자원봉사자간담회 10건 113명

자원봉사자활동보상 1건 114명

자원봉사자인정 및 보상 10건 1,534명

자원봉사자감사행사 1건 200명

청소년자원봉사교실 2건 58명

성서기초푸드뱅크

기탁처개발 13건 -

기탁처관리 60건 26명

기탁물품접수 1,074건 1,074명

기탁물품배분 1,321건 1,3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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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세부 사업  내용 실적

아동인권 감수성향상

프로그램 시즌2

사업홍보 및 지역사회연대 3건 -

인권지킴이단구축 9건 143명

인권홍보물 제작 4건 -

인권 교육 15건 1,534명

인권 체험 3건 390명

인권 토론 2건 201명

인권 캠페인 3건 490명

인권 UCC 공모전 1건 -

사업 평가회 1건 25명

노노케어사업

실버이끄미전문가양성 2건 29명

실버이끄미 활동 나눔모니터링 3건 39명

실버이끄미돌봄활동 2,432건 2,432명

멤버쉽활동 1건 27명

실버이끄미 최종평가회 1건 10명

꾸러기장난감도서관

도서관홍보 12건 -

전담인력채용 1건 1명

도서관운영 245건 -

장난감구입 3건 -

장난감대여 520건 520명

찾아가는장난감 1건 24명

실내놀이터운영 245건 4,384명

실내놀이터대여 279건 2,077명

회원관리 67건 67명

전문놀이프로그램 - -

다문화가정 아동

자아탄력성 강화

사전,사후검사 2건 35명

사례관리 4건 48명

솔루션통합사례회의 7건 62명

참여자O.T 1건 14명

개별상담치료 384건 384명

집단미술치료 9건 89명

미술관체험 1건 12명

작품전시회+중간평가회 1건 9명

관계기술교실 2건 39명

부모-자녀관계향상 프로그램 3건 78명

최종평가회 1건 11명

외부지원사업

세부 사업  내용 실적

청소년경제교실

대학생봉사단운영 17건 306명

참여기관운영 5건 34명

연합행사 2건 165명

기획행사 3건 51명

아동스포츠프로그램

대상자모집 1건 15명

전담인력모집 1건 1명

오리엔테이션 1건 15명

스포츠활동(수영) 16건 195명

스포츠활동(방송댄스) 24건 289명

스포츠활동(클라이밍) 16건 186명

문화체험활동 8건 125명

스포츠캠프 1건 62명

나눔활동 1건 13명

최종평가회 1건 15명

 외부지원사업

 외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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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특별사업

달서구

특별사업

세부 사업  내용 실적

무료급식 무료급식소운영 264건 36,170명

생신축하 홀로어르신생신축하 5건 83명

건강음료지원 홀로어르신건강음료지원 248건 22,543명

달서구성서

푸드마켓운영

푸드마켓관리 245건 9,036명

조사 및 홍보 3건 20명

자원개발 및 관리 1,081건 1,126명

자원봉사 양성관리 248건 873명

다문화가정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가족영양컨설팅 18건 305명

가족영양쿠킹클래스 18건 303명

요리장인을찾아서 2건 30명

건강한 가족만들기 3건  69명

경로식당(밑반찬) 경로식당(밑반찬)운영 53건 954명

결식노인중식지원 결식노인중식지원 261건 4,176명



32 33

2018 ANNUAL REPORT•자원봉사현황 2018 ANNUAL REPORT•자원봉사현황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지역을 만듭니다

450 명

연 인원 1,993명

24 명

연 인원 177명

18 명

연 인원 538명

90 명

연 인원 182명

10 명

연 인원 54명

36 명

연 인원 54명

57 명

연 인원 54명

27 명

연 인원 876명

22 명

연 인원 119명

35 명

연 인원 152명

30 명

연 인원 729명

10 명

연 인원 729명

38 명

연 인원 729명

25 명

연 인원 167명

15 명

연 인원 60명

67 명

연 인원 53명

64 명

연 인원 30명

20 명

연 인원 30명

20 명

연 인원 30명

30 명

연 인원 117명

15 명

연 인원 44명

20 명

연 인원 564명

38 명

연 인원 300명

29 명

연 인원 20명

37 명

연 인원 32명

무료급식

달서다문화도서관

청소년경제교실계명문화대학 파티스리 

단디 빵기증 봉사활동

다문화수용성

증진프로그램

계명문화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밑반찬 자원봉사활동

아동재능나눔활동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

(인권지킴이 활동)

업무보조

녹색가게

행복공감별빛교실 청소년재능나눔활동

달서구성서푸드마켓

다문화가정 식습관개선

프로그램

은하수마을축제

은하수마을경로잔치

다문화자녀 자아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환경정화활동

온누리장난감도서관

아동스포츠프로그램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재능나눔 및

교육봉사활동

여성우울노인 자아통합감 

향상 프로그램

재가복지서비스

 자원봉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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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형태

후원금
287,798,128원

후원물품
257,231,720원

545,029,848원 545,029,848원

지속성

일시후원
385,738,568원

정기후원
159,291,280원

“다름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에너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목적성

지정후원
374,947,926원

비지정후원
170,081,922원

545,029,848원

후원자 유형

개인
409명(79.1%)

기업.단체
108곳(20.9%)

517명(곳)

후원금수입

288,548,128원

이월금(후원금)

33,636,345원

총 322,184,473원

 사업비

252,218,730원

재산조성비

20,000,000원

이월금

49,599,743원

사무비

366,000원

총 322,184,473원

2018 ANNUAL REPORT•후원사업보고 2018 ANNUAL REPORT•후원사업보고

2018년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구분  항 목 금액

후원금 후원금 수입
지정후원금 221,115,596

비지정후원금 67,432,532

소계 288,548,128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지정후원금) 17,370,681

전년도이월금(비지정후원금) 16,265,664

소계 33,636,345

총계

지정후원금 238,486,277

비지정후원금 83,698,196

계 322,184,473

구분  항 목 금액

지정후원금

사무비 운영비 차량비 366,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20,000,000

사업비

일반사업비 85,481,706

특별사업비 -

외부사업비 108,344,320

소계 214,192,026

비지정후원금
사업비

일반사업비 53,925,734

특별사업비 513,980

외부사업비 3,952,990

소계 58,392,704

이월금 49,599,743

총계 322,184,473

(단위 : 원)

(단위 : 원)

 후원금 수입  후원현황

 후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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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

관 항 금액 관 항 금액

사업수입 사업수입 187,171

사무비

인건비 654,545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964,343 업무추진비 9,799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287,798 운영비 79,418

전입금 전입금 1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68,3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14,679

사업비

일반사업비 378,388

잡수입 잡수입 1,317 특별사업비 127,839

외부지원사업비 110,401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5,297

차년도이월금 차년도이월금 131,309

총계 1,565,308 총계 1,565,308

예·결산보고

(단위 : 천원)

2018 ANNUAL REPORT•예·결산보고

 2018년

세입·세출 결산

후원금수입 18%

287,798

전입금 0.6%

10,000

보조금수입 62%

964,343

이월금및기타 7.4%

115,996

사업수입 12%

187,171

2018년 세입

사업비 39%

616,628 재산조성비 4.4%

68,312

업무추진비 0.6%

9,799

운영비 5%

79,418

인건비 42%

654,545
이월금및기타 9%

136,606
2018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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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

관 항 금액 관 항 금액

사업수입 사업수입 220,740

사무비

인건비 712,248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1,013,129 업무추진비 12,2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232,706 운영비 106,861

전입금 전입금 1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73,23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5,525

사업비

일반사업비 442,077

잡수입 잡수입 1,400 특별사업비 141,090

외부지원사업비 91,792

잡지출 잡지출 1,000

차년도이월금 차년도이월금 3,000

총계 1,583,500 총계 1,583,500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재무·회계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지도점검 및 내부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예·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단위 : 천원)

2018 ANNUAL REPORT•예·결산보고

 2019년

세입·세출 예산

후원금수입 14.7%

232,706

전입금 0.6%

10,000

이월금및기타6.8%

106,925

보조금수입 64%

1,013,129
사업수입 13.9%

220,740 2019년 세입

사업비 42%

674,959

재산조성비 5%

73,232

업무추진비 0.8%

12,200

운영비 7%

106,861

인건비 45%

712,248

이월금및기타 0.2%

4,000 2019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신당동 성서주공1단지 내)

T (053)583-1284    F (053)585-4646

www.goodwelfare.net     www.facebook.com/sswc95

나의 삶을 더 빛내주는 가치, 나눔

나눔에 참여하세요!

아동 방과후공부방 후원

다문화 한국어교실 후원

어르신 한글교실 후원

정기 결연후원

복지관 운영 후원

행복플러스 저금통 후원

다문화가족 생활적응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다문화가정 식습관 개선

명절 후원물품 지원

냉·난방용품 지원

생활용품 후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심리·언어치료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의료비 지원

후원상담    053-583-1284      l      온라인 후원신청    http://www.goodwelfare.net

후원계좌 안내 기업 사회공헌 참여 안내

예금주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효율·효과적인 사회공헌을 알려드리고자,

기업 사회공헌 활동 참여 메뉴얼 제공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해드립니다.

대구         140-05-000777-9

농협         245-01-01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