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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

세상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

S I N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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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전쟁고아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 및 전국 5개 지부와 20개 시설, 1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로 소외된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여 행복한 가정을 찾아주며,
미혼모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망을 통한 다각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최종 목표는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영유아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혼엄마를 도울 때에도,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달릴 때에도
대한사회복지회는 언제나 아동이 먼저입니다.

가정보호를 핵심가치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UN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싱글맘지원, 입양활성화, 위탁가정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합니다.

03

p
,

두

#

’』

t

》

�

틀
'

．
,

.

글

"!'- •

D ...,_,여10

�

Q'ffl!'O
D�WK7W
딸 민정01(가명)E Ero:;힙 미숙아로 태
세상을 보는 첫 순간부터 갑상선

7Jl....
·얘톨아. 엄마한테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
綱 엄DIOll계 너화는서씹!Oil서 가장.
보석01고천사Of"

D

하 미숙아 망막증, 피부석회증, 소노隆

-

S O CIA L
WE LFA R E
S O CIE TY

싱글맘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양육 되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지원 : 분유, 기저귀 등 육아용품 지원,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
화체험 및 외부활동 지원
•아동의료지원 : 아동 긴급 의료비, 예방접종(폐구균, 뇌수막염, A형간염) 등
•아동교육지원 : 후원자 멘토링 지원(결연), 꿈지원 프로그램 운영
•‘싱글맘’ 심리정서지원 :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3대 가족 여행지원 , 심
리검사 및 상담 치료지원

시설운영을 통해 싱글맘 가정에 닥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공동생활지원 :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이 자립을 준비하고, 건강
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숙식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열린집(서울), 사랑샘(부산), 희망샘(부산),
잉아터(대구), 편한집(광주), 어린엄마둥지(전남)
•주거 및 자립프로그램지원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이 안정된 환경
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3~5년간 주거 및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운영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우리집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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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가정지원사업
자립지원
당찬 엄마들의
‘꿈꾸는 공방’ 이야기!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하기 정말 힘들
었는데, 이곳 꿈꾸는 공방에선 괜찮아요. 어
린이집 시간에 맞춰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
근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정은씨. 가명)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변
변한 직업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 힘들었죠. 여기선 직
업 교육까지 해 주니까 참 좋아요.” (미영씨.
가명)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잘
팔리는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제 저도 일
하는 즐거움을 알 것 같아요.” (진희씨. 가명)

꿈꾸는공방,
미혼엄마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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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미혼양육가정은 월 평균수입 80만 원 이하의 빈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복잡한 심리상태 속에서, 오롯이 혼자 출산·양육·경제를 짊어질 수 밖
에 없는 상황은 아동방임·학대·유기 및 가정해체까지 다양한 아동문제의 원인
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포기했던 싱글맘들의 꿈을 돕고자 합니다.
편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꺾여버린 싱글맘들의 꿈이 날개를 펼치고, 이들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
하겠습니다.

엄마들의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곳,‘꿈꾸는 공방
• 근로 지원 : 유연근로시간제 시행 (주 15시간 ~ 30시간) . 매월 유급휴가 1일,
기술교육 진행
• 심리정서지원 : 심리상담, 부모교육, 의사소통향상교육, 가족나들이 지원
• 양육지원 : 양육물품 지원

근로지원
심리지원
양육지원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자립의식함양

기업취업
공방창업

공방 근로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사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제조기술, 마케팅, 디자인 자문 및 협력
• 생산품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 판매망 확보
• 공방생산품 : 향초, 디퓨져 등 생활 아로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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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

“아인이는
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입양가족)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날, 남편 아기 때 사진과 똑 닮은 아인이를 만
났어요. 그 특별한 만남을 계기로 아인이는
저희 부부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딸을 공
개 입양한 이후, 저희 부부는 매일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와 생
각해 보면,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저희 부부에
게 온 것은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어제보
다 오늘, 더 좋은 엄마와 아빠가 되기 위해 계
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기천사들은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hoto by Seih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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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비율은 증가하고
국내 입양비율이 급격히 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져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10년전에 비해 입양비율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입양 수 : 총 3,231명 (국내 1,332명 / 국외 1,899명)
2015년 입양 수 : 총 1,057명 (국내 683명 / 국외 374명)

대한사회복지회는
정부가 허가한 입양전문기관입니다.
•국내입양 : 전국 6개지역에서 입양 상담 진행(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남)
•국외입양 :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전문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각각의 자국법과 상대국법에 적합해야 하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입양이 진행됩니다.
•양부모로서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부모의 나이, 아동에 대한 경제적ㆍ정서적 지원능력, 교양, 양육환경 등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방문 → 입양부모교육 → 아이
선보기 →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 입양의 허가 → 아동의 인도 → 입양신
고 → 사후관리

다양한 입양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서비스 : 입양가정 부모교육, 입양전문도서관 서비스, 입양가정자조모임
운영, 입양아동을 위한 통스쿨 사업 및 닮은꼴 캠프 진행.
•국외 서비스 : 친생 부모 또는 입양인을 위한 뿌리 찾기 지원, 모국방문 지원
프로그램, 경희대학교 연계 모국어 연수 프로그램, 각종민원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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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원 아기들의 백일사진을 찍어달라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에까지 오
게 됐네요. 그 동안 300여명의 유명인, 350명
의 아동들과 함께했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천사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눈빛을 보면서 많
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좋은 가정에 입
양되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동을 찾아가
촬영했을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잊히질 않는군
요. 저는 이 사진전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
로 해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미혼모들이 자신
의 아기를 떳떳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좋은 입양부모들이 많아져서 소외받는
아기들 모두가 따뜻한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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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᮹⠙ḡ᪡⧉̹⦽ᩍ᮹ᜅ┡ॅ
○ 2003년 천사들의 편지 1st : 3개월 미만 영아 22명과 장애 어린이 촬영
○ 2004년 천사들의 편지 2nd ‘가족’ : 정명훈, 권상우, 김정은, 오세훈, 지성,

1st

이정길, 유승민, 장향숙, 인순이, 김범수, 한은정, 김민
○ 2005년 천사들의 편지 3rd ‘사랑’ : 이정길, 김정은, 김명민, 고소영, 김민정,

2nd

김성민, 김유미, 김장훈, 김재원, 나경원, 남경주, 박근혜, 박나림, 박선영, 손숙,
우희진, 이선진, 정려원, 정지영, 천정명, 황신혜
○ 2006년 천사들의 편지 4th ‘꿈’ : 김정은, 노홍철, 윤상현, 김주혁, 김혜수,
김호진 김지호 부부, 박건형, 봄여름가을겨울, 비, 아름회, 아이엠어모델,

3rd

에픽하이, SG워너비
○ 2007년 천사들의 편지 5th ‘별’ : 김정은, 윤상현, 권오중, 낸시랭, 박정아,

4th

서경석, 이승기, 이진, 이미연, 이태란, 유준상 홍은희 부부, 윤은혜, 원더걸스,
주지훈, 장혁, 한혜진
○ 2008년 천사들의 편지 6th ‘인연’ : 최수종 하희라 부부, 이수경, 정겨운,
5th

이종혁, 정경호, 이승기, 송윤아, 정유미, 오지은 최원영, 염정아, 션&정혜영,

6th

김혜수, 김성수, 김정은, 하정우, 김갑수, 차수연, 김미화, 지진희
○ 2009년 천사들의 편지 7th ‘포옹’ : G드래곤, 강부자, 유인촌, 백희영, 김혜자,
이정길, 채림, 최경주, 유승호, 김현주, 카라, 김정은, 오지호, 강수정, 이용우,

7th

윤상현, 박예진, 장서희, 정일우, 유아인, 이다해, 최여진, 태양
○ 2010년 천사들의 편지 8th ‘행복’ : 김민준, 김옥빈, 김정은, 김희애, 박경림,

8th

배종옥, 오세훈, 왕지혜, 유지태, 윤시윤, 이민정, 이병헌, 이승기, 장근석, 한효주
○ 2011년 천사들의 편지 9th ‘눈빛’ : 김혜수, 남규리, 닉쿤, 민효린, 박시후,
비스트, 신봉선, CNBLUE, 염정아, 이민호, 이서진, 이승연, 이준익, 이천희,

9th

장우혁,정혜영, 최윤영, 최지우, 2NE1, 티파니
○ 2012년 천사들의 편지 10th ‘희망’ : 이재룡, 유호정, 김호진 김지호, 손지창

10th

오연수, 기태영 유진, 이천희 전혜진, 유준상 홍은희, 김승우 김남주, 타블로
강혜정, 김형규 김윤아, 주영훈 이윤미, 션 정혜영, 박준형 김지혜
○ 2013년 천사들의 편지 11th ‘순수’ : BTOB, B1A4, 에이핑크, 2PM, 포미닛,
2AM, 효린, 소유, 태티서, 제국의 아이들, 카라, 방탄소년단
○ 2014년 천사들의 편지 12th ‘Heart beat’ : 봉태규, 유연석, 박민우, 이동욱,

11th

12th

강남, 박서준, 여진구, 이수혁, 위너, 김영광, 이광수, 이서진
○ 2015년 천사들의 편지 13th ‘Together’ : 류승룡, 이문세, 박상원, 가희,
하지영, 박슬기, 이수영, 허각, 강인, 알리, 노을, 박찬호, 김주우, 김완선, 쏘냐,
박경림, 김규리, 에드워드권, 우지원, 로이킴, 양동근
○ 2016년 천사들의 편지 14th ‘촛불 ’ : 이재윤, 김소은, 홍종현, 여자친구, 김숙 ,

13th

14th

아이오아이, 제시카, 진영, 이준기, 서현진, 신동엽, 안재현
○ 2017년 천사들의 편지 15th ‘하나된 열정' : 이상화, 최재우, 박승희, 정승환, 이승
훈, 서보라미, 세븐틴, 이보미, 션, 박윤정, JBJ, 휄체어컬링팀, 선미, 뉴이스트W

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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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
위탁가정
“민성아,
이제 더 크게 웃으렴!”
민성이는 태어나자마자 대한사회복지회에 맡
겨졌습니다. 그 후 3개월. 오른쪽 몸 절반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발진이 시작됐고, 엉덩이
에는 종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민
성이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위탁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마음
써서 키우신다는 위탁부모님은 시시때때로
민성이의 상황을 복지사 선생님께 편지로 알
려줍니다. 철저한 식단관리는 물론 병의 원인
을 찾기 위해 경북 봉화에서 서울의 큰 병원
까지 오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위탁
부모님의 정성 때문일까요? 얼마 전부터 민
성이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피부병
도 많이 좋아졌고, 종양도 줄었다고 위탁부모
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보호되지 않
았더라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
다. 평생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민성이에게
위탁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보호는
세상 모든 아동들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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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미만 영유아에게 가정보호는 필수입니다.
영유아기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 영향을 줍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보호될 경우
아동의 장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환아의 경우, 꾸준하고 세심한 관찰이 가능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교육합니다.
•위탁가정 선정 : 신청인의 나이, 심신의 건강, 양육경험 및 막내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동 양육에 적합한 위탁가정
선정
•위탁가정 교육 :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교육실시(개별교육, 정기집단교육)

위탁부모의 사랑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월별 양육물품 지원 (분유, 기저귀, 장난감, 의류 등)
•본회 의원을 통해 아동 발달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 정기 예방접종 실시
•교육 : 아동 월령별 도서 및 교구 지원

질병,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 보호합니다.
•대상 : 질병, 장애 또는 장애위험 등으로 가정보호를 우선시 되는 아동
•일반위탁가정에 제공하는 양육, 의료, 교육 지원
•정기 검진, 수술 등 고액 의료비 지원
•아동 특성에 따른 특수치료(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방문교사를 파견하여 아동발달 및 아동과 위탁부모간의 애착증진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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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
시설보호
“가장 행복한 날은
아기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
이곳을 떠날 때에요.”
서울영아일시보호소 보모장 이은애
서울영아일시보호소엔 태어나 일주일이 지난
아기부터 6개월 정도 되는 아기들이 보호되고
있어요. 이곳에서 아기들을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 가는 게 보여요. 우유 먹고 잠
만 자던 아기들이 어느새 옹알이도 하고, 보육
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보며 웃고 재롱도
떤답니다. 이기들의 재롱에 웃음이 끊이지 않
지만, 이곳 일시보호소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아기들이 떠나갈 때랍니다. 물론 너무 많이 섭
섭하지만, 아기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고, 또
좋은 위탁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것
은 없는 것 같아요.
“아기들아, 이제 너희들의 미래엔 행복만 있
어.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렴~”

아동의 미래에 가장 적합한
대책을 고민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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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신체ㆍ정신ㆍ사회적 발달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보호아동발생

아동상담

•친권포기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학대아동
•기아, 미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가족해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원 가정 복귀
입양
위탁가정보호
시설보호

친권포기, 유기, 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영아 및 아동 보호양육
•의료지원 : 건강진단, 예방접종. 정기 신체발달 측정 및 의원진료.
•교육지원 : 언어치료, 놀이학습, 자연체험학습, 사회성발달학습 외
•심리정서지원 : 정서발달교육, 심리치료, 문화활동 외
운영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서울영아일시보호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정부)
아동양육시설 - 의정부영아원, 이화영아원(전남 나주)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의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보호지원 : 안정적 환경 제공, 일상생활 기술훈련
•정서성장 : 정서상담, 심리검사,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연계상담 등
•인지성장 : 교육사업(필수효과, 특성화, 인성 등)
•신체성장 : 약물 오남용 교육, 의료지원 및 체육활동
•자립의지성장 : 진로탐색,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지원 등
운영시설 : 늘사랑청소년센터(대구)

해외 빈곤, 장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건강, 교육, 심리정서, 문화여가, 가족기능강화(아동 1:1 결연으로 지속적 지원)
•지원시설 : 몽골 로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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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

“재활원 애교쟁이
혜금이를 소개합니다”
여설 살 혜금이는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애교가 철철 넘쳐서 엄마 오빠들에게 인기만
점. 항상 생글생글 웃으니까 친구들도 좋아하
구요. 옹알이 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봉사자 선
생님들도 너무 예뻐한답니다.
밝고 명랑한 혜금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 복지사 선생님은 혜금
이가 뚱보^^가 될까바 조금 걱정이지만,
예금이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장애를 넘어
세상에 두발로 우뚝 선
아이들의 모습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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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들을 보호하고 치료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
가족이 있어도 돌볼 수 없는 형편의 중증 장애 아동들을 보호합니다.
발달 과정에 맞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생활훈련 : 개인위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훈련서비스 지원
•경제교육 : 금전관리 및 경제교육 지원
•재활치료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서비스 지원
•교육지원 : 조기교육 및 특수교육,방과 후 학습지원 서비스, 특수 체육지원
•사회적응 : 이,미용실 이용, 헬스클럽이용, 대중교통이용 등 사회적응 프로그
램 지원
•여가지원 : 문화공영 참여, 주말 프로그램 및 주말 나들이, 캠프활동지원
•자립지원 : 프리그룹홈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프로그램 지원
•사회통합 : 가정체험 및 결연가족 맺기 프로그램 입양.
운영시설 : 암사재활원

장애인 친구들의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곳,‘쟁이네’
•‘쟁이네’ :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생활을 체험하는 프리그룹홈
•총 8명 거주. (대학교육 2명, 보호작업장 등 취업 4명)
•물리, 작업, 언어, 인지 치료 등 재활치료 제공

“친구들에게 더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해요! ”
암사재활원 홍보대사 간미연
안녕하세요. 간미연이에요. 암사재활원 친구들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 왔던
친구들이 이젠 저보다 키가 더 큰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재활원 시설은 옛날 그대로여서 친구들이 많이 불편해한답니다. 매년 콘서트와 바자회로 증축
후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장애인 친구들에게 힘이 된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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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우리 할매 손맛이라고
맛있게 먹어줄 때가
제일 좋아!”
‘칼국수먹을만두하지’ 요리사 어르신
일하면서 보람될 때? 참 많지!
젊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칼국수와 만두를
먹고, 우리할매 손맛이라고 맛있게 먹어줄
때가 제일 좋아. 하루에 3,4시간씩 일해서
20여만원 버는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
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얘기도하
고, 고민도 나누고, 놀러도 다니니까 인생에
활력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게 힘들어 월요병이
걸린다지만 나는 가게에 나오면 너무 재미
가 있어요. 여기서 일한 지도 이제 10년이
다 되가니까 가게가 내 꺼 같아요!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지원합니다

S O CIA L
WE LFA R E
S O CIE TY

안정되고 즐거운 노후를 돕습니다.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활동기회를 증대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돕습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시니어정보화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
업, 재가복지사업, 건강기능회복사업, 급식지원, 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상담,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업, 복리후생사업, 특화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진행
운영시설 : 강남시니어플라자,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진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연계,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 근린생활시설관리지원, 공공기관도우미
•노인일자리사업 : 칼국수먹을만두하지, 회룡골 참기름 들기름사업단, 행복일터
공동작업장, 시니어재활용사업단, 뻥이요사업단, 행복한실버헤어샵
운영시설 : 의정부시니어클럽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드립니다.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분들께 신체기능회복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중풍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외
운영시설 : 강동구립쉼터데이케어센터, 강동구립해공데이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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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사업
“30년간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축복입니다”
30년 장기후원자 김용진님
저도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
어요.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기억하
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받은 것들을
돌려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나눔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
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작아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
고요.
저 역시 큰 금액을 기부한다거나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오
랜 기간 지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씩이라
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동과 소외가정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후원자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S O CIA L
WE LFA R E
S O CIE TY

후원자님의 작은 정성이 아동을 살립니다.
[정기후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www.sws.or.kr)에서 원하시는 후원처를 확인하시
고 신청
•우편 신청 : 후원신청엽서를 작성 후 동봉하여 우편신청
•전화 신청 : 모금후원과(02.567. 8814)로 전화 신청
[후원계좌안내]
KEB하나 148-890006-391 05 / 국민은행 342-25-0004-765 /
우리은행 218-055591-13-005 / 농협 096-17-008238 /
예금주 대한사회복지회

아이들을 위한 기업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대한사회복지회는 기업후원, 공익캠페인, 공익연계마케팅, 기업자원봉사, 물품후
원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 제안 및 협의 → 사회공헌 방법 확정 → 후원진행 → 후원기업 결
과보고

따뜻한 온라인 세상을 열어주세요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대한사회복지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sws.or.kr
•해피로그 : happylog.naver.com/lovefund
•페이스북 : www.facebook.com/loveinsws
•트위터 : twitter.com/loveinsws
•블로그 : blog.naver.com/loveinsws
•문의 : 대한사회복지회 모금후원과 02)567-8814 / plan@s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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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가
걸어온 길

1 9 6 1 ‘대한양연회’로 개칭,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보호업무 신설
19 65 사단법인 ‘대한양연회’로 개칭, 거택구호, 장학사업, 영아가정일시보호사업 시작,
사랑의 손길펴기운동 전개
19 6 7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 국제사회봉사회) 업무 인수
19 69 전라남도 분실 신설(현 광주지부 전신)
19 70
19 7 2
19 74
19 7 6
19 7 7

경상북도 분실 신설(현 대구지부 전신)
미혼모상담, 탁아사업, 농가자립조성사업 신설(1972~1973)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로 개편, ‘서울영아일시보호소’ 개설
‘전남영아일시보호소’ 개설
전남영아일시보호소 건물 준공

1980
1982
198 3
198 5
1986
1987
198 9

준종합병원 ‘한서병원’ 개원
‘의정부아동상담소’ 개설
부산 및 인천에 분실 개설, ‘강남어린이집’ 위탁 운영(강남구청)
대구사무소 개설 (대구회관 준공)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정부)’ 개설, 대구 미혼모자시설 ‘혜림원’ 개원
전남영아일시보호소 개원
일원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

S

1980

1954 고아 및 혼혈아동 입양을 위하여 보건사회부 산하 ‘한국아동양호회’로 설립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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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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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960

C

1 54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개원(남구청 위탁)
송정어린이집 개원
암사재활원 개원
의정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개축

i

2000

1990
1991
1992
1994
199 6

9

200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영아원’ 개원
2001 ‘손님의 집(Guest House)’ 준공, 부산 남구 자활후견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03 부산 미혼모자시설 ‘사랑샘’ 개원 , 부산사회복지센터 개소식, 장애아동 돕기 ‘희망의 나래 캠페인’
광주 미혼모자시설 ‘우리집’ 인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의정부영아원 준공식
2004 입양 국제 컨퍼런스
2005 서울 미혼모자시설 ‘열린집’ 사회복지시설 신고수리, 나주 미혼모자시설 ‘나주 어린엄마둥지’ 개원
모ㆍ부자 복지시설 설치. 신고수리, 의정부 미혼모자시설 ‘늘푸른집’ 사회복지시설신고수리 개원
2006 제 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주관, 대구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잉아터’ 개원
2007 ‘의정부3동 주간보호센터’ 개원
2008 광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편한집’ 개원
2009 의정부 시니어클럽 개원, 부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희망샘’ 개원

2010

2010 대구 잉아터 이전 개원, 서울 강동구립 쉼터데이케어센터 개원,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신관 준공, 전남 어린엄마둥지 증ㆍ개축
2 0 1 1 서울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개관
2 014 광주지부 편한집 증개축
2 0 15 대구아동보호치료시설 ‘늘사랑청소년센터’ 개원, 싱글맘가정지원센터 발족
2 0 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리집 개원 (광주)
2 0 16 강남시니어플라자 위탁운영
2017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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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님을 소개합니다!
배우 이정길 (후원회장)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바로 아기들이 아닐까요?
작은 정성이라도 소외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가 조세현 (천사촌장)
미혼모들이 떳떳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좋은 입양 부모님들도
많이 생겨서 천사들 모두가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우 김정은
영아원 아기들은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봉사하면서도 눈물이 나
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천사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
복한 가정을 만나 밝고 꿈 많은 아이들로 자라길 바란다”
배우 박성웅, 신은정
봉사는 남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아기들
을 만날 일이 생기면, 바쁘지만 어떻게든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동참 하실거죠?
가수 타이거 JK, 윤미래, 비지
저희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
게 됐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평생을 책임져야 할 아기를 입양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
은 일이죠.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봐요. 나눔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잖아요!
수퍼모델 수상자 모임 ‘아름회’
모델 활동을 하면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고 싶었어요.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 활동은 저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껏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아나운서 강수정
제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어요.
멀리서도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사회복지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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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설 주소
서울본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역삼동)
총무부 02)552-1017 경영전략부 02)567-8814

지부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남

입양부 02)552-7420~1, 7739~40

051)621-7003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대연1동)
053)756-1392~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범어동)
062)222-9349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소태동)
031)877-2849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30(녹양동)
061)333-2882 전남 나주시 보현길 9-4(보산동)

아동복지시설
서울영아일시보호소 02)552-101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역삼동)
광주영아일시보호소 062)222-1095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소태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031)877-2852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30(녹양동)
의정부영아원 031)878-0078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30(녹양동)
이화영아원 061)333-2900 전남 나주시 보현길 12(보산동)
늘사랑청소년센터 053)217-8024 대구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범어동)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열린집 02)563-74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14-20 602호(시흥동, 드림하우스)
사랑샘 051)621-7003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대연동)
희망샘 051)621-7020 부산광역시 남구 천제등로 18-6(대연동)
잉아터 053)753-1396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5길 30-9(검사동)
편한집 062)944-9339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63번길 29(운수동)
어린엄마둥지 061)333-0054 전남 나주시 그린로 63, 113동 102호 (빛가람동, LH 1단지)
우리집 062)232-1313, 20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63번길 30(운수동 66-30)
노인복지시설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031)826-0742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85번길 16-12(의정부동)
의정부 시니어클럽 031)826-0760~1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476(신곡동)
강동구립 쉼터데이케어센터 02)479-0201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9길 27-23(천호동)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02)478-0601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17길 42-16(천호동)
강 남시니 어플 라자 02)558-9888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32(역삼동)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031)821-9117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30-11(의정부동)
장애인복지시설
암사재활원 02)441-0407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64(암사동)
의료시설
한서메디칼의원 02)555-585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역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