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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는 

1970년 소외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자는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닌

지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설립한

풀뿌리 민간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무엇보다도 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회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5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가정복지회를 사랑해주시는 
이용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9년을 맞이한 가정복지회는 새로운 50주년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는 지금. 가정복지회는 대구사회복지 역사의 한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가정복지회의 위상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불어 가정복지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무엇보다도 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노력과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가정복지회를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평범한 삶이라도 감사하는 사람과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 
지시길 기도합니다.

가정복지회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5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8년에 가정복지회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장의 출발점이기에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패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회는 시대를 잘 분별하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가정복지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가정복지회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5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가정복지회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50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복지회의 조직철학인 <사랑, 정의, 온전>의 개념을 되새기며, 그에 맞는 실천적 
행동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년이란 긴 시간동안 변함없이 가정복지회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가정복지회의 여정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참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표이사 

변 상 길

 사무총장 

박 보 리

Chairman
Sang-Kil Byun, DDS

Executive Director
Bo-Rie Park, Soci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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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하게 걸어온 

2018

2일 2018년 가정복지회 신년예배 및 시무식
17일  2018 동계실습 통합교육
23~24일 2018년 상반기 법인 직원연수

8일~12일 설명절 선물꾸러미 지원 및 설날행사
9일 2017년 결산감사 (사무국 및 산하기관)
28일 정월대보름맞이 주민화합 어울마당

JANUARY FEBRUARY01 02

12일 홀로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16일 제10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 시상식
25일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과 함께하는  

‘Life Plus’ 화재예방 캠페인

9일 2018년 대구가정법원 연계 ‘1박2일 가족캠프’
28일 지역사회독거노인을 위한 ‘케어커뮤니티 발대식’
29일 제12회 북구어르신 효문화축제

MAY JUNE05 06

10일 대구노인자살예방포럼 ‘노인이 행복한 희망대구’
13일  한가위 축제 ‘세계음식박람회 및 명절문화체험’
18일 배려와 나눔이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 대축제’

14일 제10회 달서 다문화축제 ‘多공多감’
19일 고령 ‘재미있는 가족사랑 음악회’
24~26일 제14회 달서구시니어힘모으기축제

SEPTEMBER OCTOBER09 10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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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소서구 다문화여성대학 개강식
24일 제13회 성서여성문화축제
30일 2018년 상반기 엄복득장학복지기금사업 장학금 전달식

1일 고령 ‘재미있는 로컬푸드’ 사업단운영
3일 공유부엌 ‘함성’ 개소식
18일 ‘2018년 통통통 모두가족봉사단’ 발대식

MARCH APRIL03 04

14일 Colorful Bridge 중도입국자녀 문화체험 프로그램
17일 초복 맞이 ‘삼계탕 Day’(지역주민 600명)
31일 아동권리캠프 한아름캠프

8일 2018 원하는대로 한여름 밤 페스티벌
10일~11일 행복가정프로젝트 ‘우리가족행복여행’
28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

JULY07 08

9일 제9회 대구백수어르신 초청 축하연
26일 가족복지세미나‘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28일 가정종합사회복지관 Reopen Day

6일 다문화합창단 발표회 ‘음악이 흐르는 밤’
5일~6일 기관별 송년행사 및 사업평가회
15일 행복가정프로젝트 ‘크리스마스 with YOU’

NOVEMBER11 12

AUGUST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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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실적

우리사회의 기초는 ‘가정’

가정복지회는 ‘가정이 바로 설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소명으로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복지사업

5,490,742,931234,587117,924	

예산

건 명 원



육아도 이젠 같이! 
‘아빠, 같이 가!’

모모(More Mobile)세대를 위한 
가족힐링캠프

우리가족 행복여행

크리스마스 with YOU

‘일·가정양립’과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위해서는 아빠들
에게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과 가정 
내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바
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멀어진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상
담 및 활동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단 며칠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
지 않고, 가족 간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슴 뿌듯한 행복이 밀려올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한 기쁨의 시
간들이었습니다.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의 기관 
및 기업의 후원을 받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대상 12가정
과 함께 영덕으로 1박2일동안 우리가족 행복여행을 다녀왔
습니다. 가족들과의 신나는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들을 하
며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및 취
약계층 가정 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With YOU”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30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마술공연, 가족
레크레이션, 트리만들기, 산타와 함께하는 신나는 활동 및
선물 전달 등으로 이루어져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
스 파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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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실적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 
수 많은 가정의 위기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도 가정복지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미신평아이꿈터  |  김천푸른꿈지역아동센터  |  겨자씨교육복지지원센터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아동심리·언어치료실  |  새싹어린이집  |  신당어린이집  |  성산어린이집

아동·청소년복지사업

1,123,754,718258,17226,066

예산

건 명 원



소년범 선도를 위한 
사랑의 교실

“애들아, 숲에서 놀자~~”

전문수납정리협회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수납정리 전문가’

The 배움 SW 놀이방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대구 지역 내 소년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증진시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실
시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년 동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통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적응능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매월 진행 하였습니다.

“선생님, 숲에 매일 가고 싶어요~” 
숲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성산어린이집
에서는 아이들이 숲에서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위해 앞산 고산골과 두류공
원 등을 다니며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숲 활동 및 산책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친구가 되었고, 나
무와 생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꿈터에서는 2018년 10월 9일, 전문수납정리협회 봉
사자들과 함께 아동들의 수납공간과 냉장고, 주방, 베란다 
등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도 
건강한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자립생활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천 푸른꿈지역아동센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
들이 늘어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The배움 SW놀이방’ 코딩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이들과 함께 소프트웨
어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알아보고 초등 교과에 수록이 된
다는 코딩도 먼저 접해 봄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사용
법을 알고 생활에 실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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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그리는 아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지역내 
건강한 놀이문화조성을 위해 ‘놀이터야 놀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놀이지도사 ‘놀이맘’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전통 및 현대놀이를 진행하였으며,10월에는 지역 
내 아동과 주민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와 함께 아동
의 ‘놀 권리’ 인식을 위해 ‘놀이엑스포’를 진행하였습니다. 
놀이엑스포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놀 권리 
인식개선캠페인 부스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의 기관
및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꿈을 그리는 아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
들의 꿈을 그린 그림을 시상하고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경
찰관이 꿈인 아이들은 경찰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아이들의 아름다운 꿈들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 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8기 장학

생 김보희입니다. 지난 설날은 잘 보내

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학기동안 ‘폴란드’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9월

부터 2월까지 약 6개월정도 폴란드에서 생활하며 영어 공부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면서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매일 수업과 과제

로 하루가 빠듯했던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과는 달리, 폴란드에서 학

교 생활은 수업 시간도 한국에 비해 짧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습

니다.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에 가끔은 부담스럽고, 한국에서 열심

히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 하는 

자책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 시간동안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돌아보기 위해 교환학생 활동을 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막상 시

간이 주어지니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업 생각과 공부 생각만 하는 

저를 보며 쉴 땐 제대로 쉴 줄 알아야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

어야 더욱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

요. 그런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저를 도와주는 기탁자님, 언

제나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난 폴란드에서 생활에서 힐링을 잘 한 덕분인지, 다음 학기는 공부에 

대한 의욕도 불타오르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 이 마음가짐 그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자격증을 따면서 취업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졸업이 다가오는 지금,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를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2019. 2. 12.   8기  장학생 김보희 올림

엄복득장학복지기금은 박용진기탁자님의 후원으로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어려운 환경속에 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한 청소년에게 전 학년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장학기금입니다. 현재 61명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였으며, 장학금 지원외에도 일본해외 교류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동놀이 활동‘놀이터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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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회	아동	후원	Project

10년이 넘도록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엄마에게 
금메달을 선물하고 싶은 상현이

시각장애인 아빠, 지적장애인 오빠를 챙기느라 집에서는 엄마가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유나의 성적은 전교 상위 5% 안에 속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218-05-149026-008(가정복지회)    후원문의 : 053-957-8310

PC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에서도 후원신청이 가능합니다.                   www.fwa.or.kr



2018년	사업실적

손에 잡히는 100세 시대

이제 100세 시대가 먼 이야기가 아닌 세상, 

가정복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합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  대불노인복지관  |  서구노인복지관  |  대구달서시니어클럽  |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

청솔노인복지센터  |  달서구노인복지센터  |  북구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  달서구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대구노인자살예방센터  |  행복누리기억학교

노인복지사업

7,377,666,4102,165,369

예산

명 원
580,351

건



서구어르신 재능발표회 20대와 80대의 소통, 공감 프로그램 
“SK SUNNY 행복한 갤러리”

서구지역 어르신들의 신노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시된 
‘서구어르신 재능발표회’.
서구노인복지관에서는 내당·비원노인복지관과 함께 어르신
들의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뽐내기 장을 마
련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실시된 이번 재능발표회는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로 신나고 흥겹게 진행되었으며, 서구
지역의 신노년문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에서는 2018년 3월~5월, 매주 금요
일마다 20대와 80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SK SUN-
NY 행복한 갤러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
과 대학생 봉사자들이 1대1 짝을 지어 사진촬영, 나들이, 
일일 방송BJ 되기 등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20대 대학생들과 
함께 신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며 삶 속에 새로운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직업교육 프로그램

복지사각지대 안전케어 프로젝트
남성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대구달서시니어클럽에서는 2018년 3월~12월, 달서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취업능력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
사, 시니어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령층 
취업이 용이한 직종관련 교육을 통해 실제 취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0~60대 사회적 소외, 경제
적 빈곤, 질병 노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1인가구 중
장년 남성을 발굴후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
그램을 통해 일상생활능력을 회복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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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인자살예방포럼 
“노인이 행복한 희망대구 만들기”

배우자의 사별로 홀로 사는 남성노인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을 통한 Wellness 프로그램 
“New Start, New Life”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찾아가는 시니어 인형극단
“도담시니어인형극봉사단”

2018년 9월 10일, 엑스코에서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노인이 행복한 희망대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대구노인
자살예방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노인자
살의 예방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고, 노인자살의 심
각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재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
습니다. 대구노인자살예방센터는 노인분야의 연구자, 전문
가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노인자살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사별로 인
한 남성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높은 스트레스
를 인식하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회복을 통한 상실감을 극
복하고자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심리·정서적 안정프로그램으로 원예프로
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일상생활지원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리교육, 구강교육 외 다양한 홈케
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해 캠프 및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인형극을 매개로 지역 내 아동들
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
들의 새로운 유형의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
가는 시니어 인형극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인형극단 모집 
및 양성교육을 실시 한 후 대구광역시 내 어린이집 20개
소를 방문하여 인형극 활동을 실시하였고 1-3세대가 함
께 어울리며 다식만들기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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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모의 노후를 

생각해보셨나요?
사회적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내일이 더 행복한 노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가족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심신기능유지 및 향상을 

제공하는 시설임.

주간보호서비스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어르신의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노후의 안정을 지원하는 시설임.

방문요양서비스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예방적 복지실현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경증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치유센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임.

기억학교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  
대구시 북구 오봉로 6길 12
(골목시장 내 필마트 2층)

장기요양신청 053-959-8310 

청솔노인복지센터
대구시 서구 옥산로6길 9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3층)

장기요양신청 053-352-8914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140

(달서구노인복지관 별관 2층)

장기요양신청 053-634-8310 

행복누리기억학교
대구북구 오봉로 6길 12
(골목시장 내 필마트 3층)

이용신청 053-382-8310



2018년	사업실적

틀림이 아닌 
다름의 인정

가정복지회는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엔미소클럽  |  미래지움  |  카페나사렛  |  8313콜센터  |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응급안전지역센터

장애인복지사업

425,000,922185,37424,707

예산

건 명 원



힘든 마음에 등불이 되어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서비스”

미래엔미소클럽에서는 재가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만족스
러운 지역사회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가족들에게 부
양부담을 완화시키고 가족교육을 통하여 부양에 대한 정보
를 얻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도약 “비상(飛上)”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도예로 시집출판 프로젝트 ‘도시로’ 
「나의 별을 찾아서 3」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발달장
애인의 건강한 자립에 초점을 두고 직업 및 고용을 위한 사업
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2~3월에 걸쳐 바
리스타 훈련 교육을 진행했고, 2명의 참여자가 5월에 바리스
타 자격증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어도 도약
점이 없다면 결국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서구제일종
합사회복지관에서 그 꿈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역할을 제공
함으로써 새로운 비상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엔미소클럽에서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평생교육활
성화 사업 도예로 시집출판 프로젝트 ‘도시로’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두려워하
며 거부감이 크지만 자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 앞
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적기에 당사자 창작시
집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시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
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창작시집을 출판하였습니다. 

명절음식은 
함께 만들어야 제맛이지~

미래지움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명절음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성분들만 생활하시는 미
래지움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회원님들의 얼굴에 하얀 밀가루반죽으로 장난도 치며 즐
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맛은 최고! 

17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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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실적

행복한 마을공동체

가정복지회는 갈수록 약화되어가는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0,548,241400,28728,529

예산

가정종합사회복지관  |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  고령지역자활센터

지역복지사업

건 명 원



밥 한 번 먹을까요? 
공유부엌 “함성(함께성장)”

연탄에 행복을 싣고

제13회 성서여성문화축제

多공감하고, 多감격하는,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년 4월 3일, 삼성카드 
열린나눔, 아이들과 미래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유부엌 “함
성”을 비산2,3동에 개소하였습니다. 참여자들과 함께 음식
을 만들어 먹고, 음식을 조금 더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밥은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매개였습니다. 공유부엌에서 나눈 “밥 한 번 먹을까요?”라는 
물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2018년 11월 4일, 8년간 지역을 위해 함께 해주신 노도축구
회와 함께 연탄 3,000장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 연탄을 나르는 우리의 얼굴에는 행
복과 기쁨이 가득했고, 연탄을 받으신 어르신 께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8년 3월 24일, 계명문화대
학교 수련관에서 제13회 ‘성서여성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
니다. 본 축제는 여성이 주도하는 소통과 배려의 지역공동
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친화
도시 달서구를 대표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10월 
14일,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0회 달서다문화축제’를 실
시하였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등 9개국 나라의 
문화, 음식체험부스운영 및 퍼레이드, 끼경연대회 등 다문
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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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게릴라가드닝 “우리 꽃길만 걸어요”

“재미있는 로컬푸드 판매장” 오픈

“꽃보다 아름답고 선한 그 이름, 당신은 며느리입니다”
제10회 대한민국손순자효부상

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불법쓰레기 투기문제 해결
과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된 
‘게릴라 가드닝’. 
특별히 2018년은 시니어 봉사단과 인근 대학생이 함께 참
여하여 ‘게릴라 가드닝 특화거리’를 조성을 통해 지역의 환
경정화 개선활동에 앞장 설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령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18년 10월 19일, ‘재미있는 
로컬푸드판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대가야 체험특구 내
에 자리한 판매장은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와 지역 로컬푸
드 상품등을 전시.판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군청 
민원실내 민원카페도 오픈운영 하고있습니다. 고령지역 
로컬푸드의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기를 기대 해 봅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손
순자효부상’ 시상식이 2018년 5월 16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효부상 대상은 22년간 암투병중에서도 건
강이 좋지 않은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경남 거
창군의 조정애씨가 수상하였습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의 봉양은 당연한 자식된 도리라며 오래오래 곁에 
계시길 바라는 효부의 마음이 대한민국 곳곳의 모든 자녀에
게 전해져 아름다운 효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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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남성독거어르신 “생명숲100세힐링센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신
체·정서·사회적 건강유지지원을 위한 「생명숲100세힐
링센터」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으로 2018년 10
월 30일 개소하였습니다. 생명숲100세힐링센터는  일
상생활지원을 위한 요리교육, 주거환경개선교육을 실시
하며, 정서지원 및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음악(통기
타,하모니카)교육, 미술(캔버스 유화)교육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로지내고 계시는 남성 
어르신들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 해 봅니다. 

한 코 한 코 따뜻한 세상!!

2018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우수수기 공모전-우수상 수상

우리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아스퍼거증후군’ 장애가 있지만 

씩씩한 초등학교 5학년 첫째 아들과 일곱 살, 다섯 살 두 딸, 그

리고 현재 같이 거주하는 친정부모님과 몸이 아픈 친정언니, 저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센터를 처음 이용할 시기에는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중이어서 

저는 아이 세 명과 친정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세 

명을 양육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넉넉하지 않은 친정 살

림에 눈치 보이는 저는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서라도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정집 주변에서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하는거 아니

냐’, ‘늙은 친정엄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거 아니냐’, 

‘친정엄마가 무슨 죄냐’, ‘애들이 불쌍하다’ 등등의 이야기 

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고 저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적

이라고 생각 될 정도로 내편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시 건강상황도 좋지 않았던 저는 오히려 친정 부모님들께 

온갖 짜증과 화풀이를 하며 아이들에게는 ‘분노감정’을 전

이시키는 등 위태로운 일상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것이 아이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양육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고자함이었는데 정작 

제 문제에 빠져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또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오늘도 ‘목도리’와 ‘수세미’를 짜고 있습니다.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월에 진행하는 

돗자리나눔장터에서 이웃주민들과 나눌 물건들입니다. 

상담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받았고 캠프 및 부모교육을 통해 

소외되는 아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자

조모임을 통해 나눔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이 조금은 따뜻해

졌습니다.

2018년 센터를 만난 것이 제겐 큰 위안이며 행복이었습니다.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은경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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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한 가정이라도 살리자’라는 마음들을 모아 가정복지회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세워진 풀뿌리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

지난 49년 동안 이웃을 오로지 선한 마음 하나로 섬겨왔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가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것은 가정복지회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임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모든 가정복지회 Familian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	입니다.

활동보고

 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정복지회와 함께 동행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위 현황은 2018년 가정복지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해주신 Familian의 활동보고입니다.

2,609
명

후원자 후원금

607,592,929
원

협력기관

41
기관

단위:원

수	입
사업수입 34,192,000 2.5%

보조금수입  - -

후원금수입  607,592,929 44.7%

대여상환금 39,150,000 2.9%

전입금 21,000,000 1.5%

이월금 649,104,230 47.7%

잡수입 9,606,839 0.7%

총계 1,360,645,998 100.0 %

지	출
사무비 116,883,485 8.5%

재산조성비 - -

사업비 140,933,078 10.4%

전출금  354,964,820 26.1%

적립금  15,000,000 1.1%

대여금 39,150,000 2.9%

잡지출 198,000 0.0%

예비비  - -

이월금 693,516,615 51.0%
총계  1,360,645,998 100.0 %

2018년	결산
법인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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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수	입
사업수입  35,550,000 2.67%

보조금수입  - -

후원금수입  605,800,000 45.49%

대여상환금 50,000,000 3.75%

전입금 25,000,000 1.88%

이월금 607,374,230 45.61%

잡수입  7,975,770 0.60%

총계 1,331,700,000 100.0 %

수	입
이월금  1,119,624,787 100.0%

잡수입  734,984 0.0%

총계  1,120,359,771 100.0 %

수	입
이월금 1,058,330,000 98.1%

잡수입 20,370,000 1.9%

총계 1,078,700,000 100.0 %

지	출
사무비 124,108,292 9.32%

재산조성비  3,000,000 0.23%

사업비 193,873,600 14.56%

전출금 318,840,000 23.94%

적립금  15,000,000 3.75%

대여금 50,000,000 0.02%

잡지출  300,000 47.05%

예비비  626,578,108 51.0%
총계 1,331,700,000 100.0 %

지	출
사무비 5,700 0.0%

사업비 - -

전출금  62,000,000 5.5%

이월금  1,058,354,071 94.5%
총계  1,120,359,771 100.0 %

지	출
사무비  30,000 0.0%

사업비  20,000,000 1.9%

전출금 31,000,000 3.5%

이월금 1,027,670,000 94.6%
총계 1,078,700,000 100.0 %

2019년	예산
법인사무국

2018년	결산
엄복득장학복지기금

2019년	예산
엄복득장학복지기금

단위:원 단위:원

2018년	
법인사무국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보고
2018.01.~2018.12.

2018년	
엄복득장학복지기금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보고
2018.01.~2018.12.

구	분 금	액

수입
후원금 607,592,929

이월금 449,950,874
총 계 1,057,543,803

지출

사무비 108,889,735

사업비

행정지원사업 14,099,510

교육연수사업 17,339,700

자원개발관리사업 32,273,476

홍보사업 17,491,390

특별사업 27,790,692

전출금

아동.청소년복지사업 11,544,820

노인복지사업 244,220,000

장애인복지사업 2,000,000

가족복지사업 36,000,000

지역복지사업 52,200,000
소 계 563,849,323

차년도이월금 493,694,480
소 계 493,694,480
총 계 1,057,543,803

구	분 금액

수입
이월금 1,119,624,787

잡수입 734,984
총 계 1,120,359,771

지출
사무비 5,700

전출금(장학복지사업) 62,000,000
소 계 62,005,700

차년도이월금 1,058,354,071
소 계 1,058,354,071
총 계 1,120,359,771

2018년 감사보고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5장 42조(감사)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
회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법인
회계 및 시설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
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감사  송재기, 이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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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회	시설현황

가족복지사업

아동·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❶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
TEL 053-593-1511 

❹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❹ 서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222, 3,4F
TEL 053-216-8310

❿ 대구달서시니어클럽
대구시 달서구 성당로47안길 49
TEL 053-626-8310

 미래지움  
대구시 북구 대학로 61-1
TEL 053-352-8312

❾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북구 대동로 10길 9
TEL 053-955-8310 

❽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서구 옥산로6길 9
TEL 053-353-8310 

❼ 김천푸른꿈지역아동센터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1321 백옥빌딩 (3F)
TEL 054-600-8310

 서구노인복지관 
대구시 서구 문화로288
TEL 053-558-8310 

❾ 새싹어린이집 
대구시 북구 대동로 10길 9
TEL 053-959-8412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140
TEL 053-634-8310 

❾ 북구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대구시 북구 대동로 10길 9
TEL 053-958-8310

 행복누리기억학교 
대구시 북구 오봉로 6길 12
TEL 053-382-8310

❷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330(5~6F)
TEL 053-341-8312,053-355-8042 

❺ 겨자씨교육복지지원센터 
대구시 달서구 신당로55
TEL 053-581-8312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140
TEL 053-644-8310

❽ 미래엔미소클럽
대구시 서구 옥산로6길 9 (4F)
TEL 053-341-8310 

❺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신당로 55
TEL 053-581-8310

 고령지역자활센터  
경북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3층
TEL 054-955-8322 

❽ 성산어린이집 
대구시 서구 옥산로6길 9
TEL 053-354-8310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  
대구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28
TEL 053-959-8310 

❾ 북구경로당활동지원센터  
대구시 북구 대동로 10길 9
TEL 053-955-8310 

❸ 무지개꿈땅 가족복지센터
대구시 달서구 새방로 24(3F)
TEL 053-584-8310 

❻ 구미신평아이꿈터  
경북 구미시 칠성로 2길 35
TEL 054-600-8310  

 대불노인복지관  
대구시 북구 검단로8-14
TEL 053-381-8310

❺ 신당어린이집  
대구시 달서구 신당로 55
TEL 053-586-1295 

❽ 청솔노인복지센터  
대구시 서구 옥산로6길 9
TEL 053-352-8914

 달서구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140
TEL 053-644-8312  

동구

북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 남구

중구

달성군

달성군

임원현황
직	책 성	명 비고

대표이사 변 상 길 변’s 연합치과 대표원장

고문 이 철 상 남산교회 원로장로

김 재 진 前) 경북대학교 교수

이사 이 승 정 부림요양병원 가정의학과원장

조 성 표 경북대학교 교수

조 승 희 대구운암교회 담임목사

김 성 호 (주)남경창호 전무이사

신 호 균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신 성 열 대구성산교회 담임목사

직	책 성	명 비	고

외부추천이사 김 의 명 前) 대구대학교 교수

문 순 영 경북대학교 교수

장 경 은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감사 송 재 기 경북대학교 교수

외부감사 이 명 균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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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회는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윤리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Familian이
만들어가는 
가정복지회



가정복지회는 2004년부터 

동티모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포르투칼의 식민지배와 인도네시아의 강점으로 인해 

억압과 고통을 겪었으며 19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 및 동티모르사태를 거치면서 

급속한 가정해체와 장기적인 빈곤상태로 인하여 

아동들의 생존권이 위헙받고 교육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회는 지난 15년의 동티모르 지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맨발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착한고무신 보내기 운동’과 더불어 

‘바뚜보루 지역에 유치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이우영작가 홍보대사 위촉동티모르 아가파오재단 협약식

일시 지원금 사용내역

2018년 8월 $4,000 15명 장학금 지원

2018년 지원내용2019년 지원(예정) 내용

지원내용 시기 수량

현지조사 2019년 5월 조사단 3명 파견

‘바투보루메트로’ 
유치원 건립 2019년 연중 1개소 건립

바투보루 마을 및 인근 정글지역 
 아동생활환경 지원 

(동티모르 착한고무신 보내기)

2019년 
6월~9월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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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고무신」 = 꿈(Dream)

신발보다 맨발이 많은 동티모르 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착한고무신

맨발의 꿈을 가진 동티모르의 아이들은 2시간 거리의
학교에 착한고무신을 신고 안전하게 등교하고 꿈을 키워 갑니다.
꿈을 키운 아이들은 동티모르의 한 가정을 살려냅니다.

동티모르 고무신이 정말로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30켤레의 고무신을 보냈고, 현지의 반응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고무신을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캐릭터 이미지는 ‘검정 고무신’ 이우영 만화가님의 재능기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정기후원

1 단계  착한고무신 보내기 2 단계  교육기회 제공 3 단계  한 가정 살리기

#후원금은 동티모르 아이들의 착한고무신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조성된 후원금은 동티모르 아이들의 교육사업에도 지원됩니다.

동티모르 전용 후원계좌 
대구은행 504-10-226185-8(가정복지회) / 후원문의 053-957-8310
PC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후원신청이 가능합니다.        www.f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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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Love
Justice
Integrity

41536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 10길 9    T. 053.957.8310    F. 053.944.8310  
E. fwa2010@daum.net    W. www.f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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