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감을 갖고 투명하게 사용한

2019년
후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9 후원금품 수입 규모
(2019.1.1.-12.31. 기준)
후원금품 총 수입

총 542,689,450원
후원금 수입

지금보다 더 나은 노년의
그 시간으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함께 만든 변화

후원품(환산액)

총 490,933,219원
총 51,756,231원

2019 후원금 사용 현황
후원은 노인복지에 대한 또 다른 참여입니다.

후원금 총 사용 규모

후원자님은 사회복지현장의 또 다른 역동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총 571,648,976원

함께 만들어 주신 가치와 변화의 힘을 소개해 드립니다.

총 461,445,668원
전년도 이월금 총 110,203,308원
금년도 후원금

52.8%
주체적인 선배시민
노년행복컨설턴트, 서울노인영화제, 시니어인턴십,
시니어컬쳐사업단 외

25.2%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건강지원, 공기청정기지원, 급식운영, 기억행, 맑음학교
안전·환경정비, 언제나맑음, 만족도조사 외

10%
나눔의 순환

2019 서울노인복지센터
후원 ANNUAL REPORT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학교, 저소득물품지원
종로복지박람회, 좋은인연, 효실천, 후원관리 외

8.7%
새로운 시도와 색다른 만남

INDEX

공감스위치, 만나요, 서울농부, 쇼핑백, 인생톡톡
인칭일기, 탑골미술관, 실천가아카데미 외

3.3%

1. 주체적인 선배시민
2.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문화와 예술로 채우는 노년

3. 나눔의 순환

무용, 문화체험, 사진, 탁구대회, 정보화교육
청춘제, 추석행사 외

4. 새로운 시도와 색다른 만남
5. 문화와 예술로 채우는 노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지그시 보기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관 행정 운영의 원칙
으로 삼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보건복지부령에 준용
하고 있으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2019년(2018년 귀속) 회계법인 상지원 세부 사업별 사용 내역은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서울노인복지센터 후원금을 통해
운용된 사업에 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 후원명단 (2019.1.1.-12.31. 기준)
개인
[ 정기후원 ]
* CMS
강금자, 강다혜, 강명주, 강봉순, 강선미, 강성희, 강순용, 강신호, 강영자(2012
M00798), 강영자(2012M00058), 강임준, 강정인, 강지경, 강현혜, 강혜진,
고동희(윤지연), 고성훈, 고은숙, 고준덕, 고태경, 고하나, 공옥순, 곽영순, 곽주경,
권금숙, 권상철, 권혁민, 김갑연, 김건효, 김경미(2012M00405), 김경수, 김경옥,
김광수, 김기태, 김덕구, 김동욱, 김명순, 김명실(묘주스님), 김미경, 김미숙, 김미자,
김미희, 김민정, 김보미, 김선옥, 김성수, 김세라, 김수철, 김순심, 김순옥, 김신엽,
김신자, 김양선, 김연이, 김영희, 김옥식, 김옥심, 김옥화, 김우정, 김원태, 김유순,
김유진, 김이화, 김재심, 김정록, 김정현, 김정호, 김종구, 김종녀, 김종순, 김주원,
김주현, 김지섭, 김지원, 김지훈, 김진수, 김진숙, 김진태, 김창범, 김학선, 김현미,
김현숙, 김현진, 김형석, 김화수, 김희진, 나진석, 남애경, 남정덕, 남현정, 류혜정,
목우재, 문윤주, 문진숙, 민이성, 민철기, 박금례, 박길수, 박동선, 박만식, 박민수,
박선주, 박소영, 박수자, 박순명, 박순박, 박애자, 박영숙, 박윤구, 박정숙, 박정희,
박주애, 박준서, 박준형, 박창규, 박태동, 박희숙, 배순덕, 배재현, 백가람, 백남아,
백영자, 백정자, 백지숙, 서정민, 설광섭, 성윤숙, 손미래, 손보영, 송사례, 송선금,
송성훈, 송윤희, 송호영, 송화진, 신이권, 신길순, 신선영, 신영금, 신옥희, 신정순,
신주항, 신현직, 신희순, 심옥경, 안상원, 안예주, 안준태, 안진희, 안창규, 안희숙,
양공진, 여학구, 염남홍, 염지영, 오승남, 오영자, 원종각, 유수준, 유영건, 유영선,
유재상, 유재용, 유재윤, 유재훈, 유중화, 유진영, 윤덕순, 윤무영, 윤미경, 윤병훈,
윤수연, 윤완수, 윤용찬, 윤종희, 윤혜숙, 은인초, 이건재(2012M00265), 이경현,
이경희, 이군자, 이금숙, 이금옥, 이기훈, 이다현, 이동우, 이동현, 이동호, 이두영,
이명순, 이명화, 이명희(2012M00628), 이복순, 이복희, 이상수, 이상애, 이서은,
이서익, 이서진, 이서희, 이성일, 이성훈, 이성희, 이수현, 이숙화, 이순자, 이연경,
이영례, 이영준, 이영희, 이원임, 이유나, 이은명, 이은아, 이은효, 이은희, 이창영,
이충의, 이태경, 이태진, 이헌두, 이현정, 이호준, 이효진, 이희경, 임경화, 임영희,
임종원, 임지현, 임현주, 임혜선, 임호혁, 장경희, 장명순, 장진우, 장칠순, 장혜영,
전선영, 전영자, 전일배, 정구혜, 정상희, 정미나, 정선교, 정선혜, 정세진, 정양선,
정윤영, 정정애, 정종관, 정지현, 정태호, 정호숙, 조규숙, 조민주, 조성달, 조성우,
조세형, 조영숙, 조옥연, 조환호, 조현순, 조호길, 주덕순, 주희돈, 지혜인, 차계숙,
차영민, 차윤실, 차은주, 차형근, 천명옥, 최상빈, 최승근, 최용원, 최운환, 최유선,
최이근, 최인덕, 최재영, 최정순, 최지원, 최진빈, 최진우, 최현호, 추선애, 추영석,
하제세, 한기녕, 한상호, 한인덕, 한정희, 함상원, 함판열, 허이광, 허이번, 허수임,
허월미, 홍인숙, 황석영, 황원경, 황진웅, 황진혜
* 자동이체
고득녕, 곽창수, 권영신, 권용순, 김경미(희유스님), 김경민, 김경복, 김규인, 김근택,
김기범, 김기태, 김삼봉, 김설기, 김영민, 김윤후, 김은실, 김인자, 김재학, 김재훈,
김종완, 김주연, 김주은, 김준형, 김혜순, 류성열, 박기만, 박대홍, 박수빈, 박영민,
박상억, 박주임, 박준영, 박헌수, 방준식, 백진현, 법왕정사미래불공덕회, 서윤희,
성유진, 성현석, 소수진, 손희송, 송창호, 신동훈, 신용훈, 신재용, 안정만, 양영준,
양현주, 오종인, 우은옥, 유동민, 유행석, 윤재우, 윤형준, 윤효정, 이경주, 이경화,
이명희(2013M00047), 이민석, 이영표, 이용혁, 이유진, 이재옥, 이종준, 전영근,
정구혜, 정석현, 정종현, 정지민, 조희원, 주선호, 지성규, 최병진, 최선희, 최성국,
한용훈, 한희옥, 황주형, 황춘익
*휴대폰CMS
권미자, 김영현, 노수정, 신정환, 심문숙, 유묘상, 이건재(2015M00785), 이경선,
이도훈, 이훈기, 최득호, 황유미
*지로 배만식, 전한얼, 최규종

[ 일시후원 * 일시금 ]
Beinto(정호선), GORITO CARLOS AUGUSTO CARDOSO, MICHAEL GENE KIM,
SISUN LEE, 강영애, 강혜숙, 고주락, 권선이, 권영신, 김수현, 김찬성(원명스님),
김 훈(인플루엔셜), 문능홍, 박동선, 박승희, 박아름, 박연재, 박영남, 박종수,
박준후, 백미경(법우스님), 사찰심화수료생, 서인국팬카페 쿠키, 성양덕, 안승배,
유재선(하태종), 윤재우, 장광수, 장성욱, 정진회, 김재순(지완스님), 지종인, 최미숙,
최순기, 최순예, 황춘익, 익명(3)

기업 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보생명, 교보증권, 구글 코리아, 국민은행 미아동지점,
대명복지재단, 대일건설미화부, 대호정보통신, 데이터솔루션, 디자인비니,
라이온스클럽(명문, 반도, 숭례문, 평안, 중도), 라임글로브, 마이박스,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바라봄사진관, 바루, 보문공조, 보현행원, 산청, 삼가연정, 삼표,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교육청,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
지원국, 신동아건설, 신용회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은행,
아름다운동행, 아주호텔앤리조트, 애플코리아, 어번그룹 바토스, 엠앤지리얼이
스테이트코리아,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세종로금융센터, 재동지점, 종로
YMCA지점, 청계7가지점, 태평로기업영업지원팀), 위워크, 윌헴슨쉽스서비스,
전국이동통신협회, 정진회, 종로환경개발(주), 지멘스, 지지무역, 최안과, 칸타
코리아, 케이씨티씨, 코레일 버팀목 나눔봉사단, 코리아레거시커미티(KLC),
코팩시스템, 콜랩코리아, 풀무원 푸드머스, 피플펀드컴퍼니, 하나은행종로영업
본부,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로슈, 한국로슈진단, 한국릴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엡손, 한국은행, 한국정보통신,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한국투자공사,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호스트웨이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한성로타리클럽,
한아름회, 한컴MDS, 한화케미칼,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엔지니어링, 롯데
면세점, ALTOS VENTURES, Beinto, CJ대한통운, SGI 서울보증, SK에너지
주식회사

후원품
(주)굿모닝비엔에프, (주)신한은행, (주)엠퍼스(리바트), BBS불교방송, WWEXOL,
교보정보통신, 교보증권, 권영문, 김경미(희유스님), 김금자, 김보미, 김영순,
김진호, 남정자, 노영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도선회, 동국대학교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맑고향기롭게, 박용식, 박형진, 보현행원, (사)한국국제기아대
책기구, 서울반도라이온스클럽,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신용보증재
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성양덕, 숭례문라이온스클럽, 스타트업그라인드서
울, 신동아건설, 양경열, 연세대학교ciee, 예금보험공사, 유남권, 윤우신, 이명
묵, 이정아, 이혜미, 재단법인아름다운동행, 정경숙, 조계사, 조문숙, 종로구사회
복지협의회, 종로구장애인케어협회, 주식회사고하엔터테인먼트, 청와대국가
위기관리센터, 최기순, 최승도, 최혜인, (주)푸드머스, 플랜제로, 한국릴리유한
회사, 한국엡손(주), 한국은행, 한국은행불교회, 한국철도공사, 황민현갤러리

* 후원 및 기업사회공헌 문의 : 02-6220-8500

2019 후원금 사용 세부 내역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개관부터 ‘주체적인 노년의 삶‘에 대한 기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후원금 사용 내역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져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노년의 역할에 대한 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선배시민
52.8% 총301,927,565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25.2% 총143,872,730원

노인 스스로 생각을 표현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삶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안전과 다양한 치매예방

- 우울, 자살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동년배를 위해
전문봉사에 나선 ‘노년행복컨설턴트’
-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노인 스스로의,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있는 영화 ‘서울노인영화제’
- 풀무원푸드머스와 함께 고학력 여성 노인의 지역사회
아동 보호 역할을 만든 ‘시니어컬쳐사업단’
-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가능성을 인턴십 과정으로
기업과 고령자가 함께 찾아가는 ‘시니어인턴십’

건물 벽과 기둥에 강철 빔을 보강하여 지진을 대비한 ‘내진보강공사’
일상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리뉴얼 공사’
매주 수요일 맛과 건강을 먹는 식문화가 있는 ‘컬러푸드식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언제나 맑음’, ‘맑음학교’
- 종로 일대를 거닐며 치매 예방을 일상에 접목한 ‘기억행’
-

나눔의 순환
10% 총57,194,181원

새로운 시도와 색다른 만남
8.7% 총49,730,970원

다양한 사람들이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바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잇는 나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다양한 경험, 영역, 도구
그리고 사람 간의 만남

- 다양한 기업과 단체가 후원과 봉사로 인연을 맺는
‘효실천’, ‘후원모금행사’, ‘좋은인연’
- 청소년과 선배시민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학교’
- 비인투와 함께 하는 저소득 어르신 연말물품지원
- 기타 CMS 및 지로 출금 수수료 외

- 청년과 노인의 대담, 그 뜨거운 현장을 유투브로
전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공감스위치’
- 독거남성노인이 요리를 만들며, 먹는 즐거움과
만남의 즐거움을 돕는 사업 ‘만나요’
- 서울농부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쓴 일기와
식물을 전시한 ‘나만의 반려식물 기르기’
- 노인의 삶이 다양함을 노인1인칭이 세상3인칭에게 말하는 ‘인칭일기’

문화와 예술로 채우는 노년
3.3% 총18,923,530원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노년의 삶을 확장하는 시간
-

코레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450여명의 어르신이 제천으로 떠난 ‘실버트레인’
문화예술교육으로 쌓인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는 무대에 나선 ‘청춘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를 표현하는 ‘무용반’과 ‘사진반’
탁구에 대한 일상의 땀을 모아 결전한 ‘KT&G복지재단 제16회 전국어르신탁구대회‘

2019 서울노인복지센터 후원 변화
「지.그.시」 후원에 대한 철학

CMS자동화프로그램 도입으로 편리한 후원환경 조성

다양하고 새로운 기업 사회공헌 활동 마련

후원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노년의 그
시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이
자, 동력이라는 관점을 공유하였습니다.

서류를 대신한 ARS 출금 동의부터 직접 후원내역을
조회·변경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까지 스마트한 후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가치를
시대적 상황에 맞춰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
접목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19년, 노인복지 및 노인문화발전을 위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인연의 끈을 모아 단단하고 가치있는 힘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