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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 사업결산과 2022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단

법인 열린복지 총회는 전년과 같이 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년 2월 2

4일 개최된 회의는 제적회원 34명중 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법인 결산 보고와 법

인 직접사업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은 498,335천원 결산 금액은 502,636천원이었습니다. 그

리고 법인 산하시설인 열린여성센터, 디딤센터, 가득한집, 다정이네, 행복한 하루의 2021년 시

업계획과 2022년 예산 수립에 관한 안건을 논의 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하루의 운영기관

이전과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관 수정에 관한 안건도 논의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열린복지는 서울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의 지원으로 정신질한을 가진 만성노숙경

험 여성들을 위한 당사자 주도 커뮤니티센터인 열린공간함께를 운영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원주택모델화사업, 202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복지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이 결합

된 지원주택 하늘사랑채를 수탁 운영했습니다.

법인 예산의 대부분은 법인 산하의 여성노숙인 시설과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후원은 방역물품과 여성위생용품, 화장품, 생활용품, 쌀 등 다양한 품목으

로 총47,592,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후원되었으며, 현금후원은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액 총

합계 50,650,000원입니다. 정성스럽게 손질한 중고의류부터 다양한 생활물품까지 후원해주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후원금

-개인후원

이*규/이*름/이*진/이*성/이*영/이*옥/황*연/신*숙/안*희/김*연/박*연/정*복/윤*구/김*은/이*영

/신*원(총2,350,000원)

-단체후원

여성노숙인자립지원: 높은뜻광성교회 13,100,000원// 차량구입지원: 대일감정원 3,000,000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00,000, 미래노무법인 30,000,000// 운영지원: 서대문구여성리더 삼삼

오오 200,000원(총 48,300,000원)

 

2)후원물품

- 단체후원

◦여성의류(상하의, 내의 등)

연꽃생협/ 연세의료원노조/아임필라테스/서울노숙인시설협회/영원무역/재단법인 이랜드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서대문구청/지파운데이션

◦비티민제, 간식 및 과일, 식재료 등

향나무집/유진상가 상인회/전국노숙인시설협회/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다정이네/한국여성

재단/ 연꽃생협/한국여성재단/연세의료원노조/서울시약사회/한국여성재단

◦화장품, 위생용품, 세제, 생활가전 및 일상생활용품 등

연꽃생협/서대문농아인복지관/라포네/지파운데이션/향나무집/아이들과 미래/전국노숙인시설

협회/인스팅터스/연꽃생협/서울노숙인시설협회/재단법인이랜드/서울시약사회/남서로터리클

럽/

◦모자, 내의, 상하의 등 의류

재단법인이랜드/서울노숙인시설협회/영원무역/연꽃생협/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

 

- 개인후원

◦일상생활물품 및 소형가전(박*숙/허*/민*숙/최*혜/이*희)

◦과일, 쌀, 케익 등 (김*지/ 임*남/윤*연/임*남/유*봉/박*숙/이*숙/이*영/박*숙/박*리)

◦문화공연 티켓 및 도서류(박*숙, 강*주)



1)2021년 디딤센터 개인후원금 수입:

강O별, 김O린, 김O미, 김O선, 김O슬, 김O명, 김O은, 김O주, 김O지, 김O형, 김O호뉴OO, 도O영

, 무기명1~8, 박O식, 박O아, 박O원, 박O정, 박O진, 박O혜, 서O희

설O화, 손O나, 손O진, 신O영, 신O은, 심O정, 안O하, 엄O성, 오O영, 우O자, 유OO

유O경, 유O상, 유O일, 유O혜, 이OO, 이O경, 이O미, 이O서, 이O섭, 이O수, 이O승

이O신, 이O연, 이O용, 이O윤, 이O정, 이O지, 이O진, 이O희, 전O하, 정O남, 정O석

정O성, 정O연, 정O진, 정O진B, 정O치, 정O희, 조O희, 좌O정, 차O식, 천O지, 최O영

최O준, 최O진, 하O진, 현O자, 홍O슬, 홍O정, 이O미, speaf(가나다순)

/ 총14,573,169원.

 

2)2021년 후원물품 수입:

강O주 등 개인 26명 & 문학나눔 등 15개 단체로부터 생필품 등 15,337,720원



1)후원금 수입:

강0신, 노0군, 노0경, 박0란, 유0영, 하0희, 이0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총2,000,000원.

     

1) 2021년 다정이네 후원해주신 분들

: 강**, 노**, 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이**, 하** ->총 수입액 3,888,460원 /이월금 제외

 

2) 2021년 후원품 수입보고

: 종로푸드뱅크-빵∙과일∙음료수, 부암동주민센터-쌀∙김치∙생활용품,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생

활용품 위생용품

개인후원 –세탁기, 건조기

 

3) 2021년 후원금품 사용보고



수용비 및 수수료- 84,800원

공공요금- 607,260원

일용잡급- 2,115,910원

생계비-63,030원

프로그램비(강사료)- 193,400원

프로그램비(송년)-149,840원

물품구입(지정후원)-2,076,350원

->총 지출액 5,290,590원

<후원품 사용보고>

->입소인 및 기관운영을 등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후원금 수입보고

▶ 개인후원금

강*근, 계*식, 김*옥, 박*열, 방*영, 방*현, 배*선, 윤*규, 이*란, 이*수, 이*용, 이*석, 이*석, 이*근, 

정*장, 하*원, 황*의

(총17명, 5,779,640원)

▶ 단체

지정후원금: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1,450,000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200,000원

(총 2개 단체, 총 3,650,000원)

▶ 기타

열린복지법인전입금(후원금) 2,772,000원

 

2) 후원품 수입보고

▶ 개인

이*준: 쌀, 쑥/ 오*심: 감자박스/ 이*란: 체중계/ 김*욱: 과자/ 김*옥: 감, 도서, 투호, 통후추, 김치

/ 김*형: 전통한과/ 방*영: 음료수 5박스/ 박*규: 단감, 달래, 묵, 옥수수, 감자, 부침개, 나물, 나박

김치, 냉이무침/ 방*숙: 홍삼진고/ 유*선: 비엔나소세지/ 계*식: 음료수/ 김*호: 사과, 귤, 김치, 

고구마, 감, 귤, 바나나, 김, 포도, 참외, 감자, 족발, 과일/ 계*식: 음료수, 비누/ 김*민; 수건, 한과



/ 이*수: 음료수, 갈비/ 문*필: 손소독제/ 이*숙: 케잌 / 허*훈: 로팜선물세트/ 김*훈: 음료수/ 방*

헌: 음료수/ 김*영: 웰빙종합과자, 김/ 무명: 음료수, 커피, 요쿠르트, 과일

▶ 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활용품 선물세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건/ 서울특별시사회복지

협의회: 청소기, 청소필터, 마스크/ 서울특별시정신재활시설협회: 소독제, 비니/ 도봉푸드뱅크

마켓: 빵, 케잌, 음료수, 김치, 양배추, 망고파우치, 밥, 족발, 양말, 물걸레청소기, 트리트먼트, 양

파/ 아름다운가게: 리빙박스

 

3) 후원금품 사용보고

자립교육프로그램 4,030,600원/ 사회적응지원 65,5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335,370원/ 시설장

비유지비 144,000원/ 우편료 56,610원/ 도시가스요금 330,015원/ 전기요금 330,590원/ 직원교

육훈련비 156,000원/ 틀별활동지원 42,000원/ 기타후생경비 112,110원/ 보험료 27,700원/ 의

료비 6,500원/ 일용잡급 1,464,960원/ 임차료 2,236,200원/ 자산취득비 5,603,950원/ 잡지출 2

45원/ 반환금120,080원

(총 사용액: 15,062,430원)

 

☞ 후원금 사용 잔액은 2021년 이월하여 후원인의 뜻에 맞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 후원품은 행복한하루 입소자의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열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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