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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사람들 이야기

Interview

김신동 후원자님

Q . 후원자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Q . 복지관과는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시게 되었는지요?
A.

Q . 사장님에게 있어서 나눔이란?
A.

Q . 복지관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과
함께 하게 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A.

Q .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입구로
나와 어르신들을 모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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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확대경Ⅰ

월성확대경Ⅱ

사업운영기간
대상
주요 프로그램

사업예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모사업 / 3년연속 선정 운영
후원 : 아모레퍼시픽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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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소식 다시보기

9월 22일~23일 유아기부모교실
‘잘노는 아이, 잘 놀아주는 부모’

9월 24일 독거어르신 생신잔치

9월 25일 국민연금공단
기초건강검진

9월 29일 방과후교실
뿌리학교 체험학습

10월 7일 월성가족 단합대회

10월 8일 상원고연계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10월 11일 달서구민을 찾아가는
심리상담여행

10월 11일 평생학습축제

10월 14일 삼익thk와 함께하는
다문화요리대회

10월 17일 어르신 신바람 한마당

10월 22일 대구동호라이온스클럽
후원 월성사랑마을경로잔치

10월 22일 좋은이웃들
제3회 전국대회

10월 24일 정다운가을나들이
‘힐링’

10월 26일 희망인재프로젝트
멘토멘티특강

11월 11일 알쏭달쏭 우리아이
언어발달 특강

11월 11일 지역주민복지교육

11월 17일 희망인재프로젝트
멘토멘티 디베이트

11월 21일 LH와함께하는
다문화 음식체험

11월 27일 세포기 담아 한포기 나누
는 사랑더하기 김장김치바자회

11월 27일 정리수납강좌 종강

11월 28일 월성문해학당 종강식

11월 30일 무한도전 풋살대회

12월 5일 어르신 나들이 해피트레인

12월 16일 후원회 창립 15주년 기념
“정다운사람들 송년회”

가을소풍

교통랜드

교통랜드

교통안전

김장

김장

녹색에너지체험관

눈이 왔어요

부모상담

사과 과수원 견학

근대역사관

블루베리잼 만들기

생일잔치

소방대피훈련

송편빚기

야외학습

졸업여행

졸업여행

키즈카페 놀이터

한복 예절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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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서포터즈

후원자 (2014.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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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자, 정인근, 정인숙, 정점녀, 정종숙, 정진석, 정창심, 정춘자, 정태문, 정태자

김지연, 김진성, 김진희, 김채은, 김태기, 김태숙, 김한규, 김한별, 김해숙, 김향

정태훈, 정해범, 정향숙, 정혜숙, 정혜정, 정호순, 조곡지, 조기욱, 조기현, 조두선

김현경,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희, 김형예, 김혜인, 김희경, 김희정

조명희, 조세양, 조숙이, 조순옥, 조영희, 조재란, 조정제, 조철규, 조태복, 조판희

남경애, 남경자, 남외숙, 남위숙, 남윤경, 남창호, 노명화, 노재숙, 도경자, 도기선

조현탁, 조희자, 지성희, 지정희, 진명련, 진미화, 진민정, 진시영, 차민재, 차윤자

도길회, 도임복, 류용기, 류현제, 류호창, 문정순, 문현숙, 민금순, 박강빈, 박경원

차의숙, 채정흔, 천세호, 천영옥, 최기웅, 최동남, 최무순, 최미숙, 최미희, 최민영

박경자, 박경희, 박관식, 박귀순, 박귀희, 박금자, 박동환, 박두진, 박명숙, 박명희

최봉희, 최성희, 최수분, 최순이, 최영숙, 최영순, 최원석, 최유정, 최윤영, 최인숙

박미애, 박미영, 박미정, 박복남, 박선재, 박선호, 박성희, 박송곤, 박수빈, 박숙희

최인영, 최재선, 최재현, 최태순, 최태자, 최희자, 탁옥순, 하명량, 하을순, 하정란

박순분, 박순옥(적십자), 박순화, 박순희, 박승은, 박신규, 박애자, 박영숙, 박영욱

한명희, 한수경, 한정애, 한지훈, 한태조, 한현숙, 허경미, 허영미, 허재선, 허정태

박영태, 박영희, 박옥화, 박유리, 박유복, 박윤섭, 박은의, 박은주, 박인규, 박임래

허혜정, 현경자, 홍가영, 홍성순, 홍월선, 홍춘남, 홍흥영, 황경희, 황덕수, 황명순

박장옥, 박재준, 박점순, 박점희, 박정숙, 박정애, 박종선, 박지운, 박지호, 박진석

황선옥, 황소영, 황윤기, 황준흠, 황진아, 황창옥, 황혜숙

박찬금, 박찬일, 박춘미, 박춘희, 박태생, 박태연, 박판선, 박해정, 박현숙, 박혜원
박화수, 박회숙, 박후란, 방태임, 배경연, 배명숙, 배분연, 배순분, 배순옥, 배영옥
배영혜, 배옥자, 배월순, 배윤숙, 배재숙, 배필애, 백무헌, 백분이, 백선옥, 백소득
백영란, 백지선, 백지영, 변정숙, 변향자, 서경희, 서명숙, 서영선, 서영희, 서정언
서지경, 서징자, 서해옥, 서화숙, 석상희, 석영미, 석은경, 성옥늠, 성임순, 성정교
소외남, 손경숙, 손경화, 손기선, 손길연, 손보헌, 손성순, 손옥자, 손원근, 손유정
손의락, 손춘이, 손태연, 손해진, 송선화, 송준임, 송진숙, 송하나, 신경숙, 신다현
신대현, 신수자, 신순례, 신순복, 신순태, 신용준, 신재흔, 신종희, 신준성, 신진숙
신철균, 신해혁, 신현옥, 심숙자, 심종륜, 심현주, 안경효, 안규혜, 안순희, 안영근
안이화, 양기현, 양세현, 양영순, 엄기혁, 엄수빈, 엄윤자, 여나경, 여옥란, 예영옥
오규환, 오남경, 오라온, 오성욱, 오승훈, 오신리, 오정구, 오향순, 오희망, 우금향
우병우, 우연정, 우윤옥, 우호경, 유금희, 유동균, 유상호, 유승길, 유영옥, 유영주
유옥희, 유준희, 유해경, 유해숙, 윤금자, 윤명화, 윤미숙, 윤봉선, 윤석구, 윤석주
윤성실, 윤영희, 윤인숙, 윤춘희, 윤형초, 윤혜지, 윤희영, 은인숙, 이경숙, 이경애
이경자, 이경진, 이경호, 이경희, 이관희, 이광민, 이광섭, 이귀춘, 이금숙, 이금옥
이금임, 이난주, 이동균, 이동순, 이동애, 이동해, 이동훈, 이두리, 이말순, 이명경

후원금 수입 · 사용 내역

이명순, 이명환, 이미경, 이미화, 이민정, 이병규, 이병숙, 이봄, 이부거, 이분선
이상국, 이상란, 이상순, 이상재, 이선화, 이성우, 이소옥, 이수, 이순임, 이순자
이승건, 이승민, 이승호, 이연옥, 이영민,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란, 이옥선, 이옥순, 이옥자, 이옥희, 이완호, 이우록, 이유미, 이윤경
이윤옥, 이윤정, 이은경, 이은서, 이은정, 이은주, 이익준, 이인숙, 이임순, 이재만
이재수, 이재원, 이정수, 이정옥, 이정이, 이종명, 이주영, 이준만, 이지나, 이지은
이지형, 이진표, 이진향, 이천옥, 이청길, 이청자, 이추자, 이태선, 이태숙, 이해동

기간 : 2014. 8. 1 ~ 2014. 11. 30
수입내역

금액

사용내역

지정후원금

103,714,690

사무비

비지정후원금

94,496,816

재산조정비

전년도 이월금

76,074,409

사업비

174,786,282

차기이월금

97,901,003

계

274,285,915

이향숙, 이혜경, 이혜진, 이화미, 이화자, 임분, 임숙진, 임순옥, 임영희, 임재열
임재재, 임재현, 임정순, 임정희, 임현민, 임현정, 장경자, 장기옥, 장난희, 장명희

(단위:원)

계

274,285,915

금액
1,334,630
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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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문해학당 백일장 수상작

우수상(3명)

버금상(4명)

딸림상(5명)

자랑스러운 정다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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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지락 정리 수납동아리

모임푯말

옷개기아이디어공유

옷개기아이디어공유

놀자데이행사준비

놀자데이행사모습

놀자데이행사모습

업무결과보고회의

최근 모임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장애인리더양성 프로그램

경주 겨울여행

근력아 커져라 얍~(건강체조)

내가 최고의 명필가(서예교실)

스피치 외부 나들이

장애인생산품시설기관견학

“Jump Up”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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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 안내

월성평생학습센터

★ 계좌 : 대구/161-05-001916-4 (예금주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강사 : 김금숙 교수(영남이공대 식음료조리계열 겸임교수) 010-3539-2247
★ 문의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634-4113

찜요리특강반
개강

중식자격증반

2015. 01. 05

개강

소스드레싱반

2015. 01. 07

개강

2015. 01. 08

매주 월요일 10:00~12:30
2개월 교육비 8만원 / 재료비 12만원

매주 수/금 10:00~12:30
2개월 교육비 10만원 / 재료비 18만원

매주 목요일 10:00~12:30
1개월 교육비 4만원 / 재료비 6만원

전통저장반

건강식웰빙떡반

손님초대요리반

개강

2015. 01. 10

개강

2015. 01. 13

개강

2015. 02. 07

매주 토요일 10:00~12:30
1개월 교육비 4만원 / 재료비 6만원

매주 화요일 10:00~12:30
2개월 교육비 6만원 / 재료비 10만원

매주 토요일 10:00~12:30
2개월 교육비 8만원 / 재료비 12만원

설맞이 특강(약식, 호두정과)

양식자격증반

한식자격증반

개강

2015. 02. 10

개강

2015. 03. 04

개강

2015. 03. 09

화 13:00~15:00 / 1회특강
교육비 7천원 / 재료비 1만5천원

매주 수/금 13:00~15:30
2개월 교육비 10만원 / 재료비 18만원

매주 월/수/금 10:00~12:30
3개월 교육비 12만원 / 재료비 18만원

사찰요리반

별미밑반찬반

복어자격증반

개강

2015. 03. 10

개강

매주 화 10:00~12:30
2개월 교육비 6만원 / 재료비 8만원

2015. 03. 10

개강

매주 화 14:00~16:30
2개월 교육비 6만원 / 재료비 8만원

2015. 04. 01

매주 수/금 16:00~18:30
2개월 교육비 15만원 / 재료비 20만원

물김치 & 죽반
개강

2014. 05. 12

매주 화요일 10:00~12:30
1개월 교육비 4만원 / 재료비 6만원

성인강좌/어르신강좌
정다운 풍물단
「권이태」010-3811-2625
매주 수, 금 / 10:00~12:00
월 10,000원

월성
문해학당
(한글교실)

한국 춤
「김효정」010-9253-9820
매주 화, 목 / 11:00~12:00
월 20,000원

실버가요
「이수정」010-5152-4387
매주 목 / 14:00~15:30
월 10,000원

한글교실 초급반

한글교실 중급반

매주 목/금/토 10:00~12:00
매학기 15,000원

매주 월/화/ 13:00~15:00
수 10:00~12:00
매학기 15,000원

풍선아트
「한수경」011-827-3314
매주 목 / 17:00~18:00
월 20,000원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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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0회 사랑의 교복나누기 캠페인

중·고등학교 새내기 학생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주세요 !!
까까머리에 은빛나는 커다란 단추가 달려있는 까만 교복을 입던 시절...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번밖에 오지 않는 학창시절...
가지런히 놓여 있는 교복을 매만지며 입학의 설레임으로
잠 못 이루던 소중한 추억..
우리들 곁에는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만큼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해 둔 까만 교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우리의 가슴 한 곳에 남아있는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
이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 후원계좌 : 대구은행 161-05-001925-8 (예금주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동·하복 각 1벌(총 2벌) 250,000원입니다.
★ 문의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나용수 사회복지사 ☎ 634-4113)

일천명 선한이웃 캠페인

연말연시 작은사랑을 실천하실“일천명의 선한이웃”
을 찾습니다.
1인 1회 1만원(1%)의 작은 사랑부터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1,000명 선한이웃 캠페인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나눔 실천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후원자 1,000명을 모으는 사랑 나눔 실천운동입니다.
★ 캠페인 기간 : 2014. 12. 1 ~ 2015. 2. 28
★ 참여방법 : 1인 1만원 후원, 월 수입의 1% 나눔, 단체 및 기업후원
★ 신청방법 : ① 복지관 방문신청
② 전화신청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634-4113)
③ 아래의 후원계좌를 통한 은행입금
★ 후원금 입금계좌 : 대구은행 161-04-017770-002
국민은행 625-01-0148-338
농협 710-01-164690
(예금주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