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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기획단’과 함께

지난 12월 23일 사단법인 꿈과나눔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이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의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

대 기획단(이하 발권연기획단)’과 함께 자조모임 지

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9일 발권연기획단이 영등포장애인종합

복지관에서 개최한 ‘발권연축제’에 대한 평가회 시

간에 저희 꿈과나눔이 진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사단법인 꿈과나눔에서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 3개의 자조모임에 월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매달 대표들과 평가회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 및 운영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018년 자조모임 지원사업은 다양한 곳에 홍보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자조모임을 선정할 예

정입니다.

2018년 첫번째 꿈과나눔 소식



꿈과나눔 2호 소식지(2018년 겨울호)

2

2017년 월간 꿈과나눔의 첫시간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카페 훌리리(상암동)에

서 월간 꿈과나눔의 첫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4명의 사회복지종사자분들과 네 분의 꿈과나눔

이사님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월간 꿈과나눔은 케이터링 후에 오프닝으로 이정

하의 첫눈의 시를 나눴으며, cheer up talk가 이어

졌습니다.

이날 주행사로는 박현우 이사장의 ‘비전임팩트(Vision Impact)’ 강연을

듣고 각자의 직업적 비전을 돌아보고, 2018년의 계획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월간꿈과나눔’을 개최하여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영감을 얻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꾸준히 성장

하며, 응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달 월간꿈과나눔은 1월 24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첫번째 사업, 발달장애인 리더양성사업 ‘함께해요 그대’

2017년 사업으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연계

를 통해서 16명의 참가자들과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10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명칭은 참여한 참가자들이 직접 지은

‘함께해요 그대’ 였으며, 발달장애인들과 나에 대해

알기, 타인(친구)에 대해 알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시간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자신이 생각한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된 프로그램이었

습니다.

2018년에는 모집사업으로 상반기(8회기), 하반기(8회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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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규모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매칭사업 ‘서마은연대에 산타가 나타났다’

우리 꿈과나눔에서는 소규모사회복지시설과 다양한 사회공헌팀과 연계시킴으로써 시설이 성장하고 장

애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매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과 미팅을 통해

매칭사업 ‘서마은연대에 산타가 나타났다’가 기획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한우리교회와 서마은연대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소규모복지시설 장애

인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산타크루가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산타할아버지가 장애인 한분 한분에게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종사자 한 분께서는 “하루 종일 기관방문하며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분위기 만들어주신 크루분들 모습

보며 완전 감동받았어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맞아주시고... 모두 모두 최고에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소규모복지시설과 장애인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신 시설(서마은연대)과 사회공헌팀(한우리교회 산타크루)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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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나눔 사무국 소식

1.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종무식 실시

- 박현우 이사장과 박단비 사무국장이 사단법인 꿈과나눔의 종무식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을 돌아보고

2018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사무국 명함 제작 완료

- 꿈과나눔의 사무국장 명함이 나왔습니다. 재능기부해주신 최윤희 회원님 감사합니다.

3. 회비 자동이체 실시

- 설립허가 후에 회비 자동이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자료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4.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건 안내

- 사단법인 꿈과나눔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가 났지만 아직 후원금영수증 발급기관으로는 등록되지 못

했습니다 약 2년 정도의 결산자료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빨리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되도록 투명하고 윤리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습

니다.

5. 기관방문

- 사단법인 꿈과나눔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방문하시면 맛있는 차와 다과

준비하겠습니다.

사무국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고 54길 17 상암사보이시티DMC, 1624호

-TEL : 02-303-8154

-FAX : 02-6442-8159

-E-mail : sw81540@naver.com

늘 당신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