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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Mission

수영구장애인복지관 ┃ SUYEONG REHABILITATION CENTER

 참여와 통합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삶

비전  Vision

장애인이 

적극 참여하는 

복지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관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복지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열린 

복지관

기관 CI 소개 

①  a, n, d 각 캐릭터가 함께 모여 즐거운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기관 미션을 표현함. 또한, ‘함께하는 좋은 친구’라는 슬로건과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복지관’

이라는 비전을 친근한 이미지로 형상화함.

②   a : approach – 다가가다 / n : need - 필요로 하다 / d : disabled - 장애인

  각 영문 단어의 의미는 각 단어를 조합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고자 함.

③  ‘이어주다, 더하다’라는 의미의 영문 ‘and’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행복한 삶을 이어주는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의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을 표현함. 

④  Orange, Blue, Green 계열의 색상을 활용해 밝고, 따뜻한, 편안한 복지관을 지향하고자 함.

a approach ┃ 다가가다

need ┃ 필요로 하다n

disabled ┃ 장애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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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지원사업 ‘우리가 만드는 초점 : 포커스’ 

사진 촬영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작품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 마음 졸이며 지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영구장애인복지관도 2019년 11월 19일에 개관하여 이제 모든 걸 정비하고 3월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개강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려던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휴관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는 

밑반찬 지원과 함께 방역물품, 기타 후원 물품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간보호와 직업

재활 이용자들 그리고 언어재활 등 재활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 제공하여 재활이 중지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공백을 메꾸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의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복지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코로나19로 휴관 조치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시행되었던 활동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쉽게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복지관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에도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모든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용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 사 말

관장  조 성 혜

모든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용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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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전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소나무 교실’

‘소중한 나의 무한한 체험활동’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소나무 교실’은 

수영구 내 중학교 통합학급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소나무 교실은 

청소년들이 직접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안전하게, 슬기롭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10명 이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만 진행 되었습니다. 스마트

폰 교실, 영어교실, 한글교실, 홈베이킹, 

캘리그라피, 영화감상 등이 안전하게 

진행되었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하모니카 교실도 진행하였답니다. 언젠가 

모두 마스크를 벗고 함께하는 그날까지, 

지역연계팀에서는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지역연계팀

소중한 나를 위해, 배움

온라인으로 모여라!
언택트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으로 진행되었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

들과 안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

는데요,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자들은 무려 1,292명이 참여했답

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으로,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01 02 03

1
3

2
4

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② 프로그램 후 스트레칭 시간    ③ 캘리그라피 교실    ④ 캘리그라피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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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전환

 자립지원팀 
변화·기회·도전

01

02

03 ‘탄생의 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체험형 성교육을 진행

했어요! 어려운 내용도 직접 체험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몸으로 익히고 경험해본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험, 교육의 현장 

코로나 블루 타파!  
즐거운 실내 피크닉

계획했던 외부활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실내활동으로 바뀌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실내 피크닉과 도시락 만들기, 실내 여가 

활동 교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이겨내고자 해요! 코로나19 

상황이 모두 끝나고, 다 함께 밖으로 나가는 그날을 위해 항상 준

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비대면 소비와 
모의 마트 체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 문화가 갈수록 발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알아두어야 할 비대면·언택트 소비

훈련과 모의 마트 체험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생들도 

배달음식을 직접 주문할 수 있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

하고 이겨내는 자립지원팀이 되겠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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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춘기를 맞아 부쩍 엄마와 작은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가 슬프지 않고 항상 웃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만든 꽃다발입니다.

03
사랑을 전하는 
‘미술심리재활’

열심히 감각통합 활동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환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활실의 모습도 많이 변했는데요, 밝게 웃는  

모습이 마스크에 가려져서 소통과 공감에 장벽같이 느껴

지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마스크

를 벗고 우리 아이들이 힘차게 뛰어놀 수 있길 바랍니다.

02
마스크 속 웃음 가득
‘감각통합재활’

코로나19로 조음(발음) 수업 시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했어요. 서로의 구강구조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입이 보이는 마스크,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였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 

바로 손소독과 언어재활실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01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언어재활’ 

사업의 전환

기능향상팀

쑥쑥 자라나는
몸과 마음 

1 32 ① 구강구조의 관찰이 쉬운 투명 마스크 착용 후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 언어재활     ② 로션을 이용한 촉각자극 활동 모습 : 감각통합재활     

③ 미술작품 활동 모습 : 미술심리재활 

10

  발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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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전환

1312

월 1회 영산대학교 조리예술학부 K-Food 조리학과 ‘수저락’동아리의 

최영호 교수님, 재학생들과 함께 요리교실을 진행해요. 요리교실의  

이름은 ‘오늘은 내가 요리사(오.내.요.)’! 꿀팁 가득한 레시피를 배울 

수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요리도 점점 늘어난답니다. 이용자분들은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날을 항상 기다려요!

신나는 요리교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02사례지원팀에서는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 

하기 힘든 이용자분들의 생일이 되면 각 가정에 방문하여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있어요. 생일을 맞이해 가정에 방문하여 축하 

노래도 부르고, 도란도란 모여 앉아 사람 사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등 풍성한 이야기꽃을 피운답니다. 

01
함께하는 솔루션

사업의 전환

사례지원팀

블루 솔루션 

분위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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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전환

운영지원팀

외휴내강으로, 안전

2020년은 휴관이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 

오랜 휴관상태였지만 복지관 안쪽의 상황은 더 바쁘고 

분주하였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일 2회는 필수로  

소독과 환기를 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수시로 생활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액체 비누, 손소독 기계, 비대면  

체온측정기 등을 도입하여 복지관 내에 비치하였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안전한 복지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운영

지원팀이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 #2021년에도 #안전하게 

문화예술지원사업 ‘우리가 만드는 초점 : 포커스’ 

사진 촬영 프로그램 이용자 류동헌 작품

어두운 밤이 찾아오더라도, 작지만 환한 빛으로.

어두운 밤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 Editor E.W

분위기 전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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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나눔 더하기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의 

외부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복지관 프로그램들을 복지관 내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구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복지관 밖의 

기관에서 주최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공모전 형식으로 

참여하여 수영구장애인복지관 안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외부지원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부지원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되겠네요!  

이처럼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사업을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이 계획 

·진행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의 ‘외부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관 외부의 에너지를 복지관 안으로 가지고 온 사례를 

함께 보시죠!

17

01
우리가 만드는 초점 – 포커스  
  지역연계팀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하여 진행된 

‘우리가 만드는 초점 – 포커스’입니다. 사진 촬영 및 

작품 제작 프로그램인 ‘포커스’는 이용자들 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

한답니다.

 

02
밥솥은 사랑을 싣고    사례연계팀 진행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이 우양재단 밥솥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밥솥은 재가장애인 두 분께 전달 

하였으며 자주 고장나던 밥솥과는 작별인사를  

하였답니다! 이제는 고장 걱정 없이 따뜻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밥솥 전달

과정은 ‘수복이의 복지관 생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쌀타 프로젝트    사례연계팀 진행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 총 180kg의 쌀을  

나눠준 쌀타클로스! 들어보셨나요? 재가장애인  

18명에게 친환경 쌀을 나눠드렸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 V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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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후원안내

에너지 전환법

  후원자 명단    

┃ 기금후원자(개인) 19명 ┃

  강영이  강현진  김대현  김상태  김아영  김윤용  김호범  목영해  문영희  서정민  서지연  송영환  

  양재련  이아란  전혜정  정수정  조성은  조성혜  허승희

┃ 기금후원자(단체) 6곳 ┃

  기술보증기금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청전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부산센텀병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수원시니어직능클럽

┃ 물품후원자(개인) 6명 ┃

  권정숙  손창민  익명  김수영  황윤자  문서윤

┃ 물품후원자(단체) 20곳 ┃

  (사)부산동부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 광명   (주)가연   KJI공업(주)   (주)애드월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제14지역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노르웨이식당   린츠과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수영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서구장애인복지관   이유사회적협동조합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우양재단   태극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 문의사항 ┃ 

  051)717-0290~1, 010-8011-0290 지역연계팀장 김아영  

2020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구분 내역 금액 합계

수입

2019년 이월금(법인전입금, 지정, 비지정) 4,700,867원

41,770,685원

지역사회 후원금(비지정) 3,450,225원

법인전입금 후원금 10,157,489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밑반찬 지원금 14,700,100원

지정후원금(밑반찬, 코로나19지원 등) 8,762,004원

지출

홍보사업(홍보현수막, CI제작, 소식지 등) 4,892,000원

23,117,265원

급식사업 8,300원

장애인주간보호사업 93,550원

CMS 수수료(2월~12월) 162,305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원 1,476,000원

복지관 방역 소독물품 구입 4,000,000원

사례지원사업(밑반찬, 김장, 생필품 지원 등) 7,295,000원

긴급지원 대상자 의료비 지원 200,000원

HUG 여름물품 지원사업 물품 구입 1,480,000원

명절지원 1,306,000원

자원개발사업 1,830,000원

12월 수도요금 350,010원

기타(사무용품 구입 등) 24,100원

잔액 이월금 18,653,420원

2020년 후원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구분
환산액 환산액 사용용도

후원품

(식품, 생활용품 등)
37,750,260원

1,195,800원 운영지원팀(급식사업)

5,817,226원 사례지원팀(외식지원사업, 정서지원사업, 재가장애인지원 등)

898,600원 자립지원팀(주간보호사업, 직업재활사업)

108,000원 지역연계팀(평생교육사업)

1,696,100원 기능향상팀(장애아동지원)

5,295,000원 복지관 내 비치(소독용품, 생활방역기, 차량공기청정기 등)

2,067,620원 복지관 이용 장애인(마스크지원)

합계 37,750,260원 17,078,346원 이월환산액 26.671.914원

후원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비지정후원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나눔

지정후원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지정하여 나눔

물품후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 나눔

결연후원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개인 및 가정과

 1:1 결연을 통한 나눔

┃ 후원종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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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 자원봉사자 명단 ┃

강동완 강병채 구자용 권순도 권오술 김경배 김근호 김미옥 김미정 김미화 

김복점 김세근 김송하 김신철 김영식 김영희 김영희 김예찬 김용순 김용태 김원우 

김은아 김인구 김인열 김인회 김정순 김태명 김태영 김평례 김하늘 김현관 김홍민 

김홍순 김화용 김희숙 나지언 남수현 남승연 도덕호 류현우 박다운 박말희 박성현 

박연옥 박종관 박준우 박지예 박춘서 박형진 배유순 배한경 백승훈 성현태 손성철 

송기웅 신명주 안혜진 양정남 양준석 예병훈 오규목 오주원 오지영 오흥돌 유정민 

윤호준 이덕우 이명선 이선우 이세희 이수진 이숙녀 이승일 이재윤 이정영 

임성록 임정직 임지은 전석윤 정기룡 정보경 정유정 정은래 정재근 조금선 

조미경 진희자 차은희 최상운 최영숙 최영호 최정민 표수현 한우진 

┃ 문의사항 ┃ 

051)717-0290~1, 010-8011-0290 

사회복지사 박한솔   

에너지 전환

2020년 자원봉사 갤러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없이, 복지관 안에서, 밖에서 대가없이 함께했던 

그 시간을,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은 기억하겠습니다.

Thank you 1

3

2

4

① 사진촬영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초점 : 포커스' 활동사진      ② 의용소방대, 방역하는 모습

③ 한수원 시니어 봉사단의 모습      ④ 이용자분들과 함께한 가을 야외활동

20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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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장애인복지관 유튜브 채널,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검색창에 ‘수복이의 복지관 생활’을 검색해주세요! 

다양한 볼거리와 소식, 안내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복이의 복지관 생활

에너지 전환

소통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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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환점

삶의 전환점에서, 

수영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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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우리들의 이야기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앞에서 안전한 복지관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들여다봅니다.

19회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방역 횟수 

100개
손 소독제 

전달 개수 

총 1,160회
비대면 프로그램 영상 조회수

(12월 24일 기준) 

6회
전문 방역업체 

방역 횟수 

 150개 
방역키트 

제작 개수 

 34회
온라인 회의 및  

비대면 직원 교육 횟수 

1,150개
후원 마스크 

전달 개수 

153개
비대면 프로그램 키트 

발송 개수 

0명
수영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 

모두가 노력했기에, 모두가 안전한 복지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편안함에 최선을 다하는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기관 전체 방역 및 
소독, 환기 횟수 

1일 2회 이상 

01

02
아동 재활 및 긴급 재활,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상시 1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다시, 전환점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