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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 정초에...
사회복지법인 아가(Aga) 이사장 김광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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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명절프로그램
9월 28일. 명절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 종사자만 참여하였지만 명절 음식만들기(스팸전, 소고기산적,
동그랑땡, 기름떡), 민속놀이(윷놀이, 신발던지기, 투호, 제기차기), 특선요리(갈비찜), 경품 행사를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용자 간담회
12월 2일. 하반기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의견 중 이용자들이 올해 여행 및 프로그램을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직원연수

새마을교통봉사대

11월. 4개조로 나누어 직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쉼과 이야기가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10월22일. 매년 나들이를 지원해주셨던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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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리교육

구강보건교육

약물교육

성교육

야간 소방대피훈련

3. < !

7월 6일.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과 위험성과
화재를 예방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5일 인권지킴이단장님께서 종사자 윤리경영교육을 진행하셨고, 10월5일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과 11월 2일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하였습니다.

4. "#$19 %& '( )

평일 1일 2회 계단, 난간, 손잡이, 실내 등 알코올 소독 등, 1일 1회 업무용차량 실내 및 실내 화장실 플루건 살균소독을 자체방역하고
있으며 제주 삼다수 후원으로 11월 26일과 12월17일『삼다수 나눔사업 방역서비스』, 12월 24일(주)제이엠서비스에서 임직원 7명이
방역차량과 플루건, 알코올 등으로 방역봉사를 해주셨습니다.

5. ++ ,-/0~~~ 3678!

롯O 하O마트

현O자동차(주)
제O서비스센터

한O종합O설

히OTV
(먹방 유튜버 좌O재)

제O은행
화O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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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의 시설 출입이 금지되어
불가피한 경우 외의는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삼영유니텍, ㈜제주상사, 강경림, 강경미, 강금자, 강기영, 강동효, 강두식, 강명숙, 강명탁, 강문주, 강미선, 강미선(현대홈패션),
강병한, 강성신, 강수민, 강승민, 강승희, 강영미, 강영애, 강영종, 강용진, 강은정, 강정인, 강지훈(김희정), 강창휘, 고경준, 고남근,

고데레사, 고동완, 고미영, 고복천, 고성진, 고수형, 고순창, 고연준, 고영두, 고영탁, 고영희(69년), 고용성, 고웅식(고인홍), 고은경(강규찬),
고은미, 고은재, 고인순, 고재호(장영심), 고정여, 고진옥(윤성욱모), 고철용, 고현정, 고현희, 권행배, 김경미, 김경민(65년), 김경사, 김경학,
김경희(58년), 김경희(61년), 김금희, 김동완, 김동현, 김미숙, 김미영, 김미현, 김병완, 김보성, 김상미, 김상보, 김상보, 김석진, 김성언, 김성우,
김성익(윤희정), 김수현, 김숙자, 김승언, 김신영, 김신자(62년), 김신자(66년), 김양옥, 김영대, 김옥희(제컴), 김용구, 김원범, 김유성,
김정선(76년), 김정희(75년), 김종기, 김준범, 김지영, 김진선, 김평중, 김하영, 김혁, 김형민(89년), 김혜윤, 김혜자, 김효정, 김희수, 김희아,
김희정(62년), 김희정(67년), 남기완, 대명전업, 디에스오일(주), 문경미, 문성관, 문혜경, 박남규(경동나비엔제주), 박소희, 박연순, 박영석,
박영지, 박용남(임희경), 박인자, 박정순, 박진우, 박철암, 박훈호, 방원팔, 백성호, 백차기, 부차윤, 부희숙, 삼화치과의원(이정철), 서규상,
송경심, 송문주, 송연희, 송영순, 송우철, 송창훈, 송훈철, 신인자, 안근자, 안정심, 안정훈, 안진아, 양경자, 양경필, 양돈행, 양미선, 양영배,
양윤정, 양인정, 양재혁, 양하나, 양현수, 양현우, 엠플러스에프엔씨(주), 오경욱, 오대승, 오명규, 오미혜, 오선홍(이황숙), 오세윤, 오옥자,
원장환, 원창희, 윤우섭, 이규민, 이금옥, 이기영, 이돈경, 이명희, 이미복, 이미순, 이숙녀, 이애시, 이영훈, 이유심, 이윤애, 이윤정, 이은경,
이인자, 이인자(임태훈), 이주영, 이현석(김춘화), 임덕순, 임영성, 임영우, 임철민, 임현정, 임희숙, 장선자(J리치), 장영환, 장은영, 정경애,
정명숙, 정안, 정연심, 정옥경, 조남섭(예스덴탈), 조영우, 조혜린, 조혜진, 좌순양, 지순임, 진영규, 진용대, 진행자, 채종철, 최윤정, 최정석(이은정),
추영재, 한국환경공단(2회), 한숙희, 한지희, 허미자, 허상보, 허은정, 현대숙, 현매순, 현석, 현선례, 현승자, 현은숙, 현은실, 현태권(강순미),
현혜정, 홍경숙, 홍승미, 홍준식, 홍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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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유니텍, ㈜용성소방, ㈜제주상사, 강경림, 강경미, 강금자, 강기영, 강동효, 강두식, 강명숙, 강명탁, 강문주, 강미선,
강병한, 강석열, 강성신, 강수민, 강승민, 강승희, 강영미, 강영종, 강용진, 강은정, 강정인, 강지훈(김희정), 강창휘, 고경준,

고데레사, 고동완, 고미영, 고복천, 고성진, 고수형, 고순창, 고연준, 고영두, 고영탁, 고영희(69년), 고용성, 고은경(강규찬), 고은미, 고은재,
고인순, 고재호(장영심), 고정여, 고진옥(윤성욱모), 고철용, 고현희, 김경미, 김경민(65년), 김경학, 김경희(58년), 김동완, 김동현, 김미영,
김미현, 김병완, 김보성, 김상미, 김상보, 김석진, 김성언, 김성우, 김성익(윤희정), 김숙자, 김승언, 김신영, 김신자(62년), 김신자(66년),
김양옥, 김영길, 김영대, 김옥희(제컴), 김용구, 김우호, 김원범, 김유성, 김종기, 김준범, 김지영, 김진선, 김평중, 김하영, 김혁, 김형민(89년),
김형준(로체), 김혜윤, 김혜자, 김효정, 김희아, 김희정(62년), 김희정(67년), 남기완, 대명전업, 디에스오일(주), 문경미, 문성관, 문혜경,
박남규(경동나비엔제주), 박소희, 박연순, 박영석, 박영지, 박용남(임희경), 박인자, 박정순, 박정인, 박진우, 박훈호, 방원팔, 백성호, 백차기,
부차윤, 부희숙, 서규상, 송경심, 송연희, 송영순, 송우철, 송창훈, 송훈철, 신인자, 안근자, 안정심, 안정훈, 안진아, 양경자, 양경필, 양미선,
양영배, 양윤정, 양인정, 양재혁, 양하나, 양현수, 양현우, 엠플러스에프엔씨(주), 오경욱, 오대승, 오명규, 오미혜, 오선홍(이황숙), 오세윤,
오옥자, 원장환, 유지민, 이군심, 이금옥, 이기영, 이돈경, 이미복, 이미순, 이숙녀, 이애시, 이영훈, 이유심, 이윤애, 이은경, 이인자, 이인자(임태훈),
이주영, 임덕순, 임영우, 임철민, 임희숙, 장선자(J리치), 장영환, 장은영, 정경애, 정명숙, 정안, 정연심, 정옥경(2회), 조남섭(예스덴탈), 조영우,
조혜린, 조혜진, 좌순양, 지순임, 진용대, 진행자, 채종철, 최윤정, 최정석(이은정), 추영재, 한숙희, 한지희, 허미자, 허상보, 허은정, 현규돈,
현대숙, 현매순, 현석, 현선례, 현승자, 현은숙, 현은실, 현태권(강순미), 현혜정, 홍경숙, 홍승미, 홍종민, 홍준식, 홍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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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영유니텍, ㈜제주상사, 강경림, 강경미, 강금자, 강기영, 강동효, 강두식, 강명숙, 강명탁, 강문주, 강미선, 강미선(현대홈패션),
강병한, 강수민, 강승민, 강승희, 강영미, 강영애, 강영종, 강용진, 강은정, 강정인, 강지훈(김희정), 강창휘, 고경준, 고데레사,

고동완, 고미영, 고복천, 고성진, 고수형, 고순창, 고연준, 고영두, 고영탁, 고영희(69년), 고용성, 고웅식(고인홍), 고은경(강규찬), 고은미,
고은재, 고인순, 고재호(장영심), 고정여, 고진옥(윤성욱모), 고철용, 고현정, 고현희, 구미리내, 김경미, 김경민(65년), 김경사, 김경학, 김경희
(58년), 김경희(61년), 김금희, 김동완, 김동현, 김미영, 김병완, 김보성, 김상미, 김상보, 김석진, 김성언, 김성우, 김성익(윤희정), 김수현, 김숙자,
김승언, 김신영, 김신자(62년), 김양옥, 김영길, 김영대, 김옥희(제컴), 김용구, 김원범, 김유성, 김정선(76년), 김정희(75년), 김종기, 김준범,
김지영, 김진선, 김평중, 김하영, 김혁, 김형민(89년), 김혜윤, 김혜자, 김희수, 김희아, 김희정(62년), 김희정(67년), 남기완, 대명전업,
디에스오일(주), 문경미, 문경종, 문성관, 문혜경, 박남규(경동나비엔제주), 박소희, 박영석, 박영지, 박용남(임희경), 박인자, 박정순, 박정인,
박진우, 박철암, 박훈호, 방원팔, 백성호, 백차기, 부차윤, 부희숙, 삼화치과의원(이정철), 서규상, 송문주, 송연희, 송영순, 송우철, 송창훈,
송훈철, 신인자, 안근자, 안정심, 안정훈, 안진아, 양경자, 양경필, 양돈행, 양미선, 양영배, 양윤정, 양인정, 양재혁, 양하나, 양현수, 양현우,
엠플러스에프엔씨(주), 오경욱, 오대승, 오명규, 오미혜, 오옥자, 원장환, 원창희, 유지민, 윤우섭, 이규민, 이금옥, 이기영, 이돈경, 이명희,
이미복, 이미순, 이숙녀, 이애시, 이영훈, 이유심, 이윤애, 이윤정, 이은경, 이인자, 이인자(임태훈), 이주영, 이현석(김춘화), 임덕순, 임영우,
임철민, 임현정, 임희숙, 장선자(J리치), 장영환, 장은영, 정경애, 정명숙, 정안, 정연심,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수사과),
제주지방법원, 조남섭(예스덴탈), 조영우, 조혜린, 조혜진, 좌순양, 지순임, 진영규, 진용대, 진행자, 채종철, 최윤정, 추영재, 푸르메유통
김대형, 한국환경공단(2회), 한숙희, 한지희, 허상보, 허은정, 현규돈, 현대숙, 현매순, 현석, 현선례, 현승자, 현은숙, 현은실, 현태권(강순미),
현혜정, 홍승미, 홍종민, 홍준식, 홍효정

10월

㈜삼영유니텍, ㈜제주상사, 강경림, 강경미, 강금자, 강기영, 강동효, 강두식, 강명숙, 강명탁, 강문주, 강미선, 강미선(현대
홈패션/2회), 강병한, 강성신(2회), 강수민, 강승민, 강승희,강영미, 강영애(2회), 강영종, 강은정, 강정인, 강지훈(김희정),

강창휘, 고경준, 고데레사, 고동완, 고미영, 고복천, 고성진, 고수형, 고순창, 고연준, 고영두, 고영탁, 고영희(69년), 고용성, 고우리,
고웅식(고인홍), 고은경(강규찬), 고은미, 고은재, 고인순, 고재호(장영심), 고정여, 고진옥(윤성욱모), 고철용, 고현정(2회), 고현희, 김경미,
김경민(65년), 김경사, 김경학, 김경희(58년), 김경희(61년/2회) 김금희(2회), 김동완, 김동현, 김미영, 김병옥, 김병완, 김보성, 김상미, 김상보,
김석진, 김성언, 김성우, 김성익(윤희정), 김수현(2회) 김숙자, 김승언, 김신영, 김신자(66년 /2회), 김신자(62년), 김양옥, 김영길, 김옥희(제컴),
김용구, 김원범, 김유성, 김정선(76년/2회), 김정희(75년/2회), 김종기, 김준범, 김지영, 김진선, 김평중, 김하영, 김혁, 김형민(89년), 김혜윤,
김혜자, 김효정, 김희수(2회), 김희아, 김희정(62년), 김희정(67년), 남기완, 대명전업, 디에스오일(주), 문성관, 문혜경, 박남규(경동나비엔제주),
박소희, 박연순, 박영석, 박영지, 박용남(임희경), 박인자, 박정순, 박정인, 박진우, 박철암(2회), 박훈호, 방원팔, 백성호, 백차기, 부차윤,
부희숙, 삼화치과의원(이정철/2회) 샤인덴탈, 서규상, 송경심, 송문주(2회), 송연희, 송영순, 송우철, 송창훈, 송훈철, 신인자, 안근자, 안정심,
안정훈, 안진아, 양경자, 양경필, 양돈행(2회), 양미선, 양영배, 양윤정, 양인정, 양재혁, 양하나, 양현수, 양현우, 엠플러스에프엔씨(주), 오경욱,
오대승, 오명규, 오미혜, 오선홍(이황숙/2회), 오세윤, 오옥자, 원장환, 원창희(2회), 유지민, 윤우섭(2회), 이규민(2회), 이금옥, 이기영, 이돈경,
이명희(2회), 이미복, 이미순, 이숙녀, 이애시, 이영훈, 이유심, 이윤애, 이윤정(2회) 이은경, 이인자, 이인자(임태훈), 이주영, 이현석(김춘화/2회),
임덕순, 임영우, 임철민, 임현정(2회), 임희숙, 장선자(J리치), 장영환, 장은영, 정경애, 정명숙, 정안, 정연심, 조남섭(예스덴탈), 조영우, 조혜린,
조혜진, 좌순양, 지순임, 진영규(2회), 진용대, 진행자, 채종철, 최윤정, 추영재, 푸르메유통 김대형, 하나로마트, 한국환경공단, 한숙희, 한지희,
허미자, 허상보, 허은정, 현규돈

DE' / FG$ HI J!
시설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아가의 집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시
- 대상시설 : 다목적실, 자원봉사자실, 체육시설, 운동장, 소회의실 등
- 개방시간 : 09:00 ~ 18:00 / 연중무휴

2021년 1월 백두번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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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유니텍, ㈜제주상사, 강경림, 강경미, 강금자, 강기영, 강동효, 강두식, 강명숙, 강명탁, 강문주, 강미선, 강미선(현대
홈패션), 강병한, 강성신, 강수민, 강승민, 강승희, 강영미, 강영애, 강영종 강용진, 강정인, 강지훈(김희정), 강창휘, 고경준,

고데레사, 고동완, 고미영, 고복천, 고성진, 고수형, 고순창, 고연준, 고영두, 고영탁, 고영희(69년), 고용성, 고은경(강규찬), 고은미, 고은재,
고인순, 고재호(장영심), 고정여, 고진옥(윤성욱모), 고철용, 고현정, 김경미, 김경민(65년), 김경사, 김경학, 김경희(58년), 김경희(61년),
김금희, 김동완, 김동현, 김미영, 김미현, 김병옥, 김병완, 김보성, 김상미, 김상보, 김석진, 김성언, 김성우, 김성익(윤희정), 김수현, 김숙자,
김숙자, 김승언, 김신영, 김신자(66년), 김신자(62년), 김양옥, 김영길, 김영대, 김옥희(제컴), 김용구, 김원범, 김유성, 김정선(76년), 김정희(75년),
김종기, 김준범, 김지영, 김진선, 김하영, 김혁, 김형민(89년), 김혜자, 김효정, 김희수, 김희아, 김희정(62년), 김희정(67년), 대명전업,
디에스오일(주), 문경미, 문성관, 문혜경, 박남규(경동나비엔제주), 박소희, 박연순, 박영석, 박영지, 박용남(임희경), 박인자, 박정순, 박정인,
박진우, 박철암, 박훈호, 방원팔, 백성호, 백차기, 부차윤, 부희숙, 삼화치과의원(이정철), 서규상, 송경심, 송문주, 송연희, 송영순, 송우철,
송창훈, 송훈철, 신인자, 안근자, 안정심, 안정훈, 안진아, 양경자, 양경필, 양미선, 양영배, 양윤정, 양인정, 양재혁, 양하나, 양현수, 양현우,
엠플러스에프엔씨(주), 오경욱, 오대승, 오명규, 오미혜, 오선홍(이황숙), 오세윤, 오옥자, 원장환, 원창희, 유지민, 윤우섭, 이규민, 이금옥,
이기영, 이돈경, 이명희, 이미복, 이미순, 이숙녀, 이애시, 이영훈, 이유심, 이윤정, 이은경, 이인자, 이인자(임태훈), 이주영, 이현석(김춘화),
임덕순, 임영우, 임철민, 임현정, 임희숙, 장선자(J리치), 장영환, 장은영, 정경애, 정명숙, 정안, 정연심, 조남섭(예스덴탈), 조영우, 조혜린,
조혜진, 좌순양, 지순임, 진영규, 진용대, 진행자, 채종철, 최윤정, 추영재, 푸르메유통 김대형, 한숙희, 한지희, 허미자, 허상보, 허은정, 현대숙,
현매순, 현석, 현선례, 현승자, 현은숙, 현은실, 현태권(강순미), 홍승미, 홍종민, 홍준식, 홍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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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유니텍, ㈜제주상사, 강경림, 강경미, 강금자, 강기영, 강동효, 강동훈, 강두식, 강명숙, 강명탁, 강문주, 강미선, 강미선
(현대홈패션), 강병한, 강성신, 강수민, 강승민, 강승희, 강영미, 강영애, 강영종, 강용진, 강은정, 강정인, 강지훈(김희정), 강창휘,

고경준, 고데레사, 고동완, 고미영, 고복천, 고성진, 고수형, 고순창, 고연준, 고영두, 고영탁, 고영희(69년), 고용성, 고우리, 고은경(강규찬),
고은미, 고은재, 고인순, 고재호(장영심), 고정여, 고진옥(윤성욱모), 고철용, 고현정, 고현희, 김경미, 김경민(65년), 김경사, 김경학,
김경희(58년), 김경희(61년), 김금희, 김동완, 김동현, 김미경, 김미영, 김병옥, 김병완, 김보성, 김상미, 김상보, 김석진, 김성언, 김성우,
김성익(윤희정), 김수현, 김숙자, 김승언, 김신영, 김신자(62년), 김신자(66년), 김양옥, 김영길, 김영대, 김옥희(제컴), 김용구, 김우호, 김원범,
김유성, 김정선(76년), 김종기, 김준범, 김지영, 김진선, 김평중, 김하영, 김혁, 김형민(89년), 김혜자, 김효정, 김희수, 김희아, 김희정(62년),
김희정(67년), 다모앙, 대명전업, 디에스오일(주), 문경미, 문경종, 문성관, 문혜경, 박남규(경동나비엔제주), 박연순, 박영석, 박영지,
박용남(임희경), 박인자, 박정순, 박정인, 박진우, 박철암, 박훈호, 방원팔, 백성호, 백차기, 부돈규, 부차윤, 부희숙, 삼화치과의원(이정철),
서규상, 송경심, 송나경, 송문주, 송연희, 송영순, 송우철, 송창훈, 송훈철, 신인자, 안근자, 안정심, 안정훈, 안진아, 양경자, 양경필, 양미선,
양영배, 양윤정, 양인정, 양재혁, 양하나, 양현수, 양현우, 엠플러스에프엔씨(주), 오경욱, 오대승, 오명규, 오미혜, 오선홍(이황숙), 오세윤,
오옥자, 원장환, 원창희, 유지민, 윤우섭, 이규민, 이금옥, 이기영, 이돈경, 이명희, 이미복, 이미순, 이숙녀, 이애시, 이영훈, 이유심, 이윤애,
이윤정, 이은경, 이인자, 이인자(임태훈), 이주영, 이현석(김춘화), 임덕순, 임영우, 임철민, 임현정, 임희숙, 장선자(J리치), 장영환, 장은영,
정경애, 정명숙, 정안, 정연심,정옥경, 정옥경, 제주법원글로리아팀, 제주은행(화북금융센터), 조남섭(예스덴탈), 조영우, 조천읍리사무장협의회,
조혜린, 조혜진, 조희찬, 좌순양, 지순임, 진영규, 진용대, 진행자, 채종철, 최윤정, 추영재, 푸르메유통 김대형, 한국환경공단, 한숙희, 한지희,
한탑종합건설(주), 허미자,허상보, 허은정, 현대숙, 현매순, 현석, 현선례, 현승자, 현은숙, 현은실, 현태권(강순미), 현혜정, 홍승미, 홍준식,
홍효정, 히밥TV(좌희재)

 KL M N O78
- 식료품류 : 간식, 라면 등
- 생활용품류 : 건조대, 수건, 고무장갑, 물티슈, 옥시크린, 치약, 칫솔, 샴푸, 세탁용세제, 주방용세제
바디샴푸, 일자형 기저귀, 락스, 생리대, 화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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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최인숙), 강경민, 강순미(62년), 강영훈, 강태희, 고미라, 고은숙, 고희숙, 구민정, 김경희(73년), 김동현, 김민정, 김보성,
김성춘, 김성훈, 김영미, 김운, 김은아, 김은정, 김창범,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 김호찬, 박금숙, 박두현, 박상효, 박은영, 보육사회,

송무경(정선진), 송정아, 신문정, 안미영, 안용석, 양경만, 양미선, 양상명, 양우남, 양윤정, 양훈정, 오성진(오동은), 오신의, 윤평식, 이명용,
이상민, 이정협, 이창언, 이창학, 임효정, 장혜정, 정묘연, 정재욱, 정지형, 조희찬, 진영오, 채승엽, 최희재, 한미영, 한승미, 함덕교회, 현미영,
현순열, 현순희, 현승철, 현창건, 현효주, 홍리경, 홍명철, 홍순심

8월

강경남(최인숙), 강경민, 강순미(62년), 강영훈, 강인순, 강태희, 고미라, 고은숙, 고희숙, 김경희(73년), 김동현, 김민정, 김보성,
김성춘, 김성훈, 김영미, 김운, 김은아, 김은정, 김창범,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 김호찬, 김희철(79년), 박금숙, 박두현, 박상효,

박은영, 보육사회, 송무경(정선진), 송정아, 신문정, 안미영, 안용석, 양경만, 양미선, 양상명, 양우남, 양윤정, 양훈정, 오성진(오동은), 오신의,
윤평식, 이명용, 이상민, 이정협, 이창언, 이창학, 임효정, 정묘연, 정재욱, 정지형, 조희찬, 진영오, 채승엽, 최희재, 한미영, 한승미, 함덕교회,
현미영, 현순열, 현순희, 현승철, 현창건, 현효주, 홍리경, 홍명철, 홍순심, 황선화

9월

강경남(최인숙), 강경민, 강순미(62년), 강영훈, 강태희, 고미라, 고은숙, 고희숙, 구민정, 김경희(73년), 김동현, 김민정, 김보성,
김성춘, 김성훈, 김영미, 김운, 김은아, 김은정, 김창범,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 김호찬, 김희철(79년), 박금숙, 박두현, 박상효,

박은영, 보육사회, 손정석, 송무경(정선진), 송정아, 신문정, 안미영, 안용석, 양경만, 양미선, 양상명, 양우남, 양윤정, 양훈정, 오성진(오동은),
오신의, 윤평식, 이명용, 이상민, 이창언, 이창학, 임효정, 장혜정, 정묘연, 정재욱, 정지형, 조희찬, 진영오, 채승엽, 최희재, 한미영, 한승미,
함덕교회, 현미영, 현순열, 현순희, 현승철, 현창건, 현효주, 홍리경, 홍명철, 홍순심, 황선화

10월

강경남(최인숙), 강경민, 강순미(62년), 강영훈, 강태희, 고미라, 고은숙, 고희숙, 구 민정(2회), 김경희(73년), 김동현, 김민정,
김보성, 김성춘, 김성훈, 김영미, 김운, 김은아, 김은정, 김창범,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 김호찬, 김희철(79년), 박금숙, 박두현,

박상효, 박은영, 보육사회, 손정석, 송무경(정선진), 송정아, 신문정, 양경만, 양미선, 양상명, 양우남, 양윤정, 양훈정, 오성진(오동은), 오신의,
윤평식, 이명용, 이상민, 이정협(2회), 이창언, 이창학, 임효정, 장혜정(2회), 정묘연, 정재욱, 정지형, 조희찬, 진영오, 채승엽, 최희재, 한미영,
한승미, 함덕교회, 현미영, 현순열, 현순희, 현승철, 현창건, 현효주, 홍리경, 홍명철, 홍순심

11월

강경남(최인숙), 강경민, 강순미(62년), 강인순, 강태희, 고미라, 고은숙, 고희숙, 구민정, 김경희(73년), 김동현, 김민정, 김보성,
김성춘, 김성훈, 김영미, 김운, 김은아, 김은정, 김창범,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 김호찬, 김희철(79년), 박금숙, 박두현, 박상효,

박은영, 보육사회, 손정석, 송무경(정선진), 송정아, 신문정, 안미영, 양경만, 양미선, 양상명, 양우남, 양윤정, 양훈정, 오성진(오동은), 오신의,
윤평식, 이명용, 이상민, 이정협, 이창언, 이창학, 임효정, 장혜정, 정묘연, 정재욱, 정지형, 조희찬, 진영오, 채승엽, 최희재, 한미영, 한승미,
함덕교회, 현미영, 현순열, 현순희, 현승철, 현창건, 현효주, 홍리경, 홍명철, 홍순심, 황선화

12월

강경남(최인숙), 강경민, 강순미(62년), 강인순, 강태희, 고미라, 고은숙, 고희숙, 구민정, 김동현, 김민정, 김보성, 김성춘,
김성훈, 김영미, 김운, 김은아, 김은정, 김창범,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 김호찬, 김희철(79년), 박금숙, 박두현, 박은영, 보육사회,

손정석, 송무경(정선진), 송정아, 신문정, 안미영, 안용석, 양미선, 양상명, 양우남, 양윤정, 양훈정, 오성진(오동은), 오신의, 윤평식, 이명용,
이상민,이정협, 이창언, 이창학, 임효정, 장혜정, 정묘연, 정재욱, 정지형, 조희찬, 진영오, 채승엽, 최희재, 한미영, 한승미, 함덕교회, 현미영,
현순열, 현순희, 현승철, 현창건, 현효주, 홍리경, 홍명철, 홍순심, 황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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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신체장애인복지회(한정효), TYP헤어, 김미경(주,준에코), 김은경모, 대한노인복지후원회, 민석청과, 법사랑위원회(청소년
협의회 서귀포지구), 변호사 정갑생, 샤인덴탈, 신세계푸드, 아가곱드래, 양O용부모님, 이O연부모님, 이선희(조O영모),

제주도청(여성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청백회(조리사모임), 파리바게뜨 함덕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란회

8월

TYP헤어, 김O희父, 뉴제주라이온스클럽,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복지후원회, 민석청과, 법사랑위원회(자원
봉사협의회 동부지구), 신세계푸드, 이창학, 제주시청(노인장애인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조병준(한우리), 좋은인연,

파리바게뜨 함덕점, 한란회

9월

TYP헤어, 김형준, 대한노인복지후원회, 라이온스사무장회, 민석청과, 법사랑위원회(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양돈
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주,준에코), 삼화치과의원(이정철), 샤인덴탈, 세콤(에스원), 신세계푸드, 유드림마트, 이창학,

이항수, 장윤희(보리회),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불교사회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좌순양, 탐라위생방역, 파리바게뜨 함덕점,
한국환경공단, 한란회, 함덕농협 하나로마트

10월

TYP헤어, 김은경母, 나리플라워, 뉴제주라이온스클럽, 대한노인복지후원회, 대한한돈협회(제주도), 민석청과, 새마을교통
봉사대제주지역대, 신세계푸드, 이창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파리바게뜨 함덕점, 한란회, 한일호母, 해마로푸드서비스(주)

11월

KT 제주단, TYP헤어, 김O경모, 김현우어머니, 나모사회적협동조합, 대한노인복지후원회, 대한민국최고농업기술명인회,
민석청과, 법사랑위원회(자원봉사 서부지구), 삼다수나눔방역서비스, 신세계푸드, 영락교회사랑부, 오현중학교어머니회,

이O연부모님, 전주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파리바게뜨 함덕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리드릭), 한길카시트
(박태환), 한란회, 함덕농협 농가주부모임, 함덕리부녀회

12월

㈜제이엠서비스, 구구천사(김미경), 김은경모, 김혁, 노블인제주, 농협중앙회 연북로지점, 대한노인복지후원회, 대한적십자
제주지부, 롯데하이마트주식회사, 무니농장(신상문), 민석청과, 북촌새마을부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너지공사), 사회

복지공동모금회(한돈), 삼다수나눔방역서비스, 샤인덴탈, 신세계푸드, 이창학, 제주시청(노인장애인과),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천마에버하임, 파리바게뜨 함덕점, 한마음선원(보은회), 함덕리5구부녀회, 해마로푸드서비스(주),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

QRS C

9월

안전보건공단,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조천119센터,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신 분이 있으시면 기획행정팀 / 064)783-9000으로 연락주세요.
- 다음호에 정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중한 당신의 사랑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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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구좌의용소방대, 농협여성책임자모임 한란회,

9월

뉴제주라이온스클럽, 농협여성책임자모임 한란회,

제주지방검찰청 법사랑위원, 어쩌다,

제주지방검찰청 법사랑위원, 어쩌다,

티와이피헤어, 한우리

티와이피헤어, 한우리

10월

농협여성책임자모임 한란회, 티와이피헤어

김성언(개인), 농협여성책임자모임 한란회,
문성환(개인), 티와이피헤어, 한성순가족

11월

나모사회적협동조합, 농협여성책임자모임 한란회,

12월

김성언(개인)

라이온스사무장회, 제주지방검찰청 법사랑위원,
어쩌다, 티와이피헤어

* b c *
7월
- 생일파티
- 자치회
- 이용자
위생교육

8월

9월

10월

- 생일파티
- 생일파티
- 자치회
- 자치회
- 직원 인권교육 - 운영위원회
(사이버)
(서면)

- 생일파티
- 자치회

11월

12월

- 생일파티
- 자치회

- 생일파티
- 자치회 및 간담회
- 운영위원회(서면)
- 보호자 간담회 및 교육(서면)
- 이사회(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 2020
b
b c
bde
*
f g h i j *
수입

(1월 ~ 12월)

지출

후원금의 종류

금액

사용내역

금액

계

108,494,080

계

108,494,080

지역사회후원금

59,583,600

사무비

22,290,430

결연후원금

14,540,000

사업비

36,859,660

지정후원금

34,370,480

재산조성비

12,710,800

결연후원금대체

14,540,000

이월금

22,0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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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강동선, 강은주, 고은호, 권미선, 김남식, 김성태, 김성혁, 김태운, 동남기업사(최기환), 문금석(대원기계), 박길순, 박오현,
박용철(박약국), 손수원, 손현호(진약국), 열린문약국(정지원), 오금자, 오일환, 유동성, 유태일, 이상찬, 이영국, 임진선, 정주수,

조자룡, 차맹기, 최인석, 최창민, 티엔에스무역(주), 한진용

8월

강동선, 강은주, 고은호, 권미선, 김남식, 김성태, 김성혁, 김태운, 동남기업사(최기환), 박길순, 박오현, 박용철(박약국), 손수원,
손현호(진약국), 오금자, 오일환, 유동성, 유태일, 이상찬, 이영국, 임진선, 정주수, 조자룡, 차맹기, 최인석, 최창민,

티엔에스무역(주), 한진용

9월

강동선, 강은주, 고은호, 권미선, 김남식, 김성태, 김성혁, 김태운, 동남기업사(최기환), 문금석(대원기계), 박길순, 박오현,
박용철(박약국), 손수원, 손현호(진약국), 오금자, 오일환, 유동성, 유태일, 이상찬, 이영국, 임진선, 정주수, 조자룡, 차맹기,

최인석, 최창민, 티엔에스무역(주), 한진용

10월

강동선, 강은주, 고은호, 권미선, 김남식, 김성태, 김성혁, 김태운, 동남기업사(최기환), 박길순, 박오현, 박용철(박약국),
손수원, 손현호(진약국), 오금자, 오일환, 유동성, 유태일, 이상찬, 이영국, 임진선, 정주수, 조자룡, 차맹기, 최인석, 최창민,

티엔에스무역(주), 한진용

11월

강동선, 강은주, 고은호, 권미선, 김남식, 김성태, 김성혁, 김태운, 동남기업사(최기환), 박길순, 박오현, 박용철(박약국),
손수원, 손현호(진약국), 오금자, 오일환, 유동성, 유태일, 이상찬, 이영국, 임진선, 정주수, 조자룡, 차맹기, 최인석, 최창민,

티엔에스무역(주), 한진용

12월

강동선, 강은주, 고은호, 권미선, 김남식, 김성태, 김성혁, 김태운, 동남기업사(최기환), 박길순, 박오현, 박용철(박약국),
손수원, 손현호(진약국), 송요천, 열린문약국(정지원), 오금자, 오일환, 유동성, 유태일, 이상찬, 이영국, 임진선, 정주수, 조자룡,

차맹기, 최인석, 최창민, 티엔에스무역(주), 한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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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2월)

지출

후원금의 종류

금액

사용내역

금액

계

25,780,000

계

25,780,000

지역사회후원금

4,520,000

사무비

20,757,370

지정후원금

21,260,000

이월금

5,022,630

www.wecanwed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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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수 있어 행복한 우리 **
*  mno  *
1. pqrl 6st Qu v Q

#wx

(너는 “쿵”, 나는 “짝” - “쿵짝 Project”)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사회적응향상 프로그램으로 원예활동과 요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식물을 직접 심어보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미니 텃밭을 만들어 새싹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리활동의 경우 위생관념 형성 및 조리 시 안전사고 예방 등 자기관리능력 향상하는
동시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립생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y z{ C0R q|

지난 11월13일(금) 및 12월28일(월)에는 세방주식회사와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센터에서 시설 이용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후원
물품(공기청정기)을 각 7대, 3대를 저희 시설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방문해주신 세방주식회사와 매달 후원물품을 지원해
주시지만 연말을 맞이하여 또 한번 후원물품을 지원해주신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센터 덕분에 시설 이용장애인들이 더욱더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19 3} 'u v ! )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달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설 출입 시 손소독제 사용 및 충분한 손씻기 등
이용장애인들에게 감염병을 직접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 함
으로써 시설 이용장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백두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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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남호테크, 강은석, 강희욱, 성진가스, 강상희, 김미영, 김현철, 김남숙, 최인덕, 이재운, 강은숙, 김봉관, 문지애, 문재필, 강봉준,
김미숙, 김윤자, 고은숙, ㈜제주상사, 문경미, 고혜정, 김영태, 김재현, 현태영, 유경희, 윤용인, 강경필, 신문석, 이민숙, 이태권,

박나나, 정미란, 강소윤, 송경미, 염동훈, 돌바람봉사회, 김신자, 이성균, 강수미, 강대선, 고영복, 이종원, 전미순, 윤인현, 김기명, 김순생,
박희주, 한올산업, 황성철, 노형중앙교회

8월

㈜남호테크, 강은석, 강희욱, 성진가스, 강상희, 김미영, 김현철, 김남숙, 최인덕, 이재운, 강은숙, 김봉관, 문지애, 문재필,
강봉준, 김미숙, 김윤자, 고은숙, ㈜제주상사, 문경미, 고혜정, 김영태, 노형중앙교회, 김재현, 박희주, 현태영, 유경희, 윤용인,

강경필, 신문석, 이민숙, 이태권, 박나나, 정미란, 강소윤, 김순생, 송경미, 염동훈, 돌바람봉사회, 김신자, 이성균, 강수미, 강대선, 고영복,
이종원, 윤인현, 김기명, 한올산업, 노형중앙교회제3여전도회, 주식회사제이엠승강기, 전미순

9월

㈜남호테크, 강은석, 강희욱, 성진가스, 강상희, 김미영, 김현철, 김남숙, 최인덕, 이재운, 강은숙, 김봉관, 문지애, 문재필,
강봉준, 김미숙, 김윤자, 고은숙, ㈜제주상사, 문경미, 고혜정, 김영태, 노형중앙교회, 김재현, 박희주, 현태영, 유경희, 윤용인,

강경필, 신문석, 이민숙, 이태권, 박나나, 정미란, 강소윤, 김순생, 송경미, 염동훈, 돌바람봉사회, 김신자, 이성균, 강수미, 강대선, 고영복,
이종원, 전미순, 윤인현, 김기명, 한올산업, 황성철, 제주지방조달청

10월

㈜남호테크, 강은석, 강희욱, 성진가스, 강상희, 김미영, 김현철, 김남숙, 최인덕, 이재운, 강은숙, 김봉관, 문지애, 강봉준,
김미숙, 김윤자, 고은숙, ㈜제주상사, 문경미, 고혜정, 김영태, 노형중앙교회, 김재현, 박희주, 현태영, 유경희, 윤용인, 강경필,

신문석, 이민숙, 이태권, 박나나, 정미란, 강소윤, 송경미, 염동훈, 김순생, 돌바람봉사회, 김신자, 이성균, 강수미, 강대선, 고영복, 윤인현,
김기명, 한올산업, 황성철, 이종원, ㈜제이엠승강기, 문재필, 전미순

11월

㈜남호테크, 강은석, 강희욱, 성진가스, 강상희, 김미영, 김현철, 김남숙, 최인덕, 이재운, 강은숙, 김봉관, 문지애, 문재필,
강봉준, 김미숙, 김윤자, 고은숙, ㈜제주상사, 문경, 고혜정, 김영태, 노형중앙교회, 김재현, 박희주, 현태영, 유경희, 윤용인,

강경필, 신문석, 이민숙, 이태권, 박나나, 정미란, 강소윤, 송경미, 염동훈, 돌바람봉사회, 김신자, 이성균, 강수미, 강대선, 고영복, 이종원,
윤인현, 김기명, 김순생, 한올산업, 황성철, 전미순, 노형중앙교회제3여전도회

12월

㈜남호테크, 강은석, 강희욱, 성진가스, 강상희, 김미영, 김현, 김남숙, 최인덕, 이재운, 강은숙, 김봉관, 문지애, 문재필, 강봉준,
김미숙, 김윤자, 고은숙, ㈜제주상사, 문경미, 고혜정, 김영태, 노형중앙교회, 김재현, 박희주, 현태영, 유경희, 윤용인, 강경필,

신문석, 이민숙, 이태권, 박나나, 정미란, 강소윤, 송경미, 염동훈, 돌바람봉사회, 김신자, 이성균, 강수미, 강대선, 고영복, 이종원, 윤인현,
김기명, 김순생, 한올산업, 황성철, ㈜제이엠승강기, 노형중앙교회제3여전도회, 정종웅, 전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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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센터,
제주개발공사, 제주옥외광고협회,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센터,
제주개발공사,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김순옥

의용소방대조천읍협의회

9월

10월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센터,
제주개발공사, 에스원, 제주지방조달청,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센터,
제주개발공사, 대한한돈협회

제주세무서 공보관실, 제주도청 생활환경과

11월

12월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센터, 고정심,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센터,

세방주식회사, 함덕농협농가주부모임,

대한한돈협회, 강인선, 제주개발공사, 김순옥,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강인선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 동녘전기

T6

10월

11월

서미정, 이향미

서미정, 이향미

 mnoL M N O78
- 식료품류 : 부식 등
- 생활용품류 : 미용티슈, 사물함, 주방용품, 칫솔, 치약, 비누, 화장지 등

* 202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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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월 ~ 12월)

지출

후원금의 종류

금액

사용내역

금액

계

21,740,000

계

21,740,000

비지정후원금

14,640,000

사무비

6,181,735

지정후원금

7,100,000

사업비

5,807,740

재산조성비

1,415,700

이월금

8,334,825

2021년 1월 백두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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