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물댄동산지역아동센터      후원금 현황보고<2015.1.1.∽12.31>

        물댄동산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과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법에 의거 2015년 후원금 내역을 보고합니다. 

센터 구분 금액 (원) 후원금 수입 내역

난곡센터 단체 11,498,000

서울지구촌교회, 남포교회, 낙현교회, 산울교회,

㈜에덴스푸드, (주)자전거길, 세방이의순재단, 

디아코노스재단, 해피빈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시스템, 

우리가연애하면, 뉴제너레이션워십

개인 13,960,000

강상훈,김도형,김상기,김성웅,김상기,김순덕,김차종,김현준,곽재곤,

류경애,배기붕,박현민,오경숙,용환기,유찬,이강,

이영수,임문옥,임미영,원희재,장우림

목동센터

단체 39,105,990

서울지구촌교회, 주의 교회, 목동제일교회, 

한국로슈(교재교구비), 사)꿈너머꿈(프로그램비), 

월드비전(프로그램비), 주)데이타게이트코리아, 

씨제이나눔재단(프로그램비), 양천사랑복지재단(프로그램비), 

사랑의공동모금회(난방비), 대일고과학동아리MSC

아이들과미래(삼성웰스토리급식영양지원사업비), 

우리은행양천구청점(프로그램비),

2016년 임대료 지원(주)아이티엔지니어링, 어린이재단, 주)비앤

비코퍼레이션) 

개인 16,654,435

김순덕,정성락,조명래,정현주,정낙현,김미애,이선표,남은진,장경인,

박재성,김명선,이종영,황영숙,이은미,오경숙,박수범,김주리,김영임,

정명희,김재봉,김현찬,정혜민,전명진,김우일,평승우,서보영,조화순,

박찬미,김상욱,박서용,전은자,강은미,고성희,김정숙,황보정옥,장은

혜,장후균,이구만,이상의,이옥희,이창구,박미자,김윤정,황명희,김흥

기,정은주,정안순,성순화,이희정,유길현,추연림,박순희,박은희,박주

희,조승숙,유형숙,김광철,함영환,안중배,양순자,강민석,황승만,강상

훈,장승아

관악센터

단체 8,652,500 청밀유통, 세방이의순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피빈

개인 13,377,136

강상훈, 김경미, 김기환, 김승현, 김영주, 김영환, 김정식, 김정자, 

김정현, 박순례, 박창식, 신현승, 이 강, 이종우, 정종식, 정진부, 

조정근, 주재형, 최상규(임혜선), 최유강, 최지영, 평승우, 한성진, 

한윤경, 현예섭(최민형)

안산센터
단체 7,458,005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서울평안교회,  

개인 11,676,000

김경식, 김상훈, 박찬서, 송말님, 송중종, 신지희, 안윤철, 엄선숙, 

이명섭, 이길수, 이영숙, 장석환, 최봉, 최홍석, 

표우학 박정자

제주센터

(7.20~)

단체 16,360 이마트

개인 190,000 강복하, 이연화, 김명신

센

터
금액 (원) 후원금 지출 내역

난

곡

센

터

16,979,000

2,100,000

790,500

1,400,000

953,410

1,257,926

666,000

시설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시설 종사자 급여일부, 일용잡금 

프로그램비(교재교구비,재료비,현장학습비)

프로그램강사비(세방후원: 바이올린초급)

카니발자동차보험

카니발자동차인수비용(에덴스푸드 후원)

운영비(공공요금,정수기렌탈료,소모품비 등)

목

동

센

터

19,445,650

6,368,500

1,971,580

2,725,180

643,180

184,970

1,030,890

6,645,163

5,478,650

4,374,370

240,000

시설임대료 

시설 종사자 급여 일부 등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 수수료, 우편료, 인쇄비 등)

공공요금(공동모금회: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공용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시설 화재보험, 시설 차량보험 등)

센터 차량 주유비

기타운영비(정수기렌탈료, 복사기렌탈료 등)

보호프로그램비(병원비,비타민,대량문자전송비,특별급식비)

교육프로그램비(프로그램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문화프로그래비(문화체험비, 현장학습비, 생일파티 등)

복지프로그램비(미술치료강사비, 재료비 등)

관

악

센

터

14,520,000

203,350

780,000

4,570,000

580,710

시설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캠프지원비

기타운영비(센터 수리비, 복사기 렌탈료 등)

교육프로그램비(청밀 장학금 & 세방장학금: 장학금 지급 및 프로그램)

수수료 및 CMS 사용료

안

산

센

터

11,048,938

936,875

1,010,205

34,000

40,000

4,926,950

372,300

465,160

시설 종사자 급여 일부 등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CMS사용 수수료, 비품구입, 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공용관리비 등)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비(기관홍보비)

보호프로그램비(대량문자전송비 등)

교육프로그램비(프로그램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문화프로그래비(문화체험비, 현장학습비 등)

정서지원프로그램비(요리만들기)

제

주

센

터

140,000원

51,530원

14,000원

전지협회비

프로그램비(교재구입비, 현장학습비)

운영비(배송비, 수수료, 교통비)



후원물품 및 프로그램

후원자님의 귀한 사랑과 헌신이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구분 후원물품 및 프로그램

난곡

센터

kt&g복지재단- 과학프로그램강사, 교구지원, 어린이권장도서,교복지원,김장김치

서울시&관악구보건소- 과일간식(주2회), 영양교육, 건강검진, 치과검진

서울N치과-아동충치치료

겨자씨모임-영어축구대회, 영어축구교실

미성동동사무소: 과일 및 라면부식, 김치, 쌀,

우리가연애하면-토요요리교실(3회), 대청소, 장난감, 학용품, 과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아동만화책(299권)

(사)SPC행복한재단 – 샤니빵(276개)

대한적십자사-초컬릿, 쌀로별과자, 학용품선물상자

㈜웹솔루스- pc용 모니터(중고)

한국인라인생활체육협회-30명용 아동용 인라인장비 풀세트, 운동복, 간식

서울인라인생활체육협회- 인라인강습2시간*10회(강사 4인)

한국해양소년단-차량, 한강레포츠체험

한국수력원자력(주)- 카니발 11인승

신림복지관- 선물용햄세트, 책상세트, 퀵보드 10개

목동

센터

푸드뱅크- 빵, 과자류, 음료, 김장김치, 식재료, 과일, 온수매트

양천사랑복지재단- 야구관람권, 과자류, 도너츠, 카스테라, 과자류, 티셔츠, 서적

지구촌교회- 쌀, 라면, 식용류세트, 김세트, 과일(배, 사과, 감, 귤), 버스대여

이선표- 과학소년, 위즈키즈 연간 구독권, 성탄절선물세트, 김

국민생활체육협회- 농구복, 국학기공활동복

우리은행양천구청점- 생활용품(치약)

CJ나눔재단 도너스캠프- 김장김치, 왕교자만두, 동그랑땡

KB아카데미- 좌식책상, 복합기 

하누사랑정육점- 냉동삼겹살

KT&G복지재단- 단행도서(매월) 

SK에너지- 단행도서(매월)

중화요리 동천홍- 자장면  

한국가스공사& 강남도시가스- 가스렌지

원스테라스피크닉- 샌드위치 세트 한국로슈-아쿠아플라넷 관람권

어린이재단- 김장김치, 과자류 행복한세상- 요구르트제조기

SPC그룹- 빵

서울문화재단- 디즈니온아이스쇼관람권, 참여극 오즈를 찾아서 관람권, 

              뮤지컬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관람권, 국악뮤지컬 마술피리 관람권

한국로슈-생생과학 강사 및 교재, 재료

KT&G- 튼튼영어교실 강사 및 교재, 진로탐색 강사 및 교재

미래국제재단- 새싹미술 강사, 피아노강사

이화창의재단- 생활과학 강사 및 교재, 재료

국민생활체육협회- 농구교실, 국학기공 강사 파견

양천어린이 영어도서관- 영어강사 및 교재

KT꿈품센터- 창의미술, 수공예교실

양천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치과진료, 과일바구니사업

현대백화점- 주말농장 체험 

녹색소비자연대- 2박 3일 행복한 경제캠프

삼성증권(아이들과미래)- 1박 2일 금융樂 캠프

삼성웰스토리(아이들과미래)- 요리나눔교실

관악센터

KT&G 복지재단 영어강사 지원 KT&G 복지재단 매달 책 3권씩

KT&G 복지재단 김장김치 비전코람데오 전집 2세트

SPC그룹- 빵류

대학생 & 일빈 자원봉사자: 사랑누림 봉사단, 서울대 GIV 동아리, 겨자씨, 

      정재호, 김태민, 

서울대학교 사회봉사: 허우인, 이민호, 장효진, 김민기, 김소연

안산

센터

경기도교육청- 보드게임3종 경기도청- 사랑의 그린pc 2대 

경기도메르스대책본부 – 손소독제 5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쌀 10kg 3포대

상록구청 -쌀 20kg 1포대, 손소독제 500ml, 1회용 마스크, 기구살균소독제 

500ml 2개 

안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구충제 16box 

안산시청-쌀 10kg 3포대 

ok 저축은행 러시앤캐쉬 - 김치50kg, 쌀10kg 5포대

이동주민센터 – 김치30kg

박미자-머루포도 1box  박정애-천도복숭아 10kg 1box, 사과 10kg 1box 

박정자-비즈공예재료 10box

송현석-포도 1box 이은실-고구마10kg 1box 장석환-영화관람권 7매 

전선영- 사물함 20인용 정효경- 꿀 10kg 1box

정종순-색종이 대용량 1box

제주

센터

푸드뱅크 : 간식, 크리스마스트리, 스포츠용품 등

한전KPS제주사업부 : 냉난방기, 책장, 전기설비 점검 등

다음카카오 : 학부모 합창교실, 비폭력대화교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과학교실, 요리교실,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올키즈스트라 : 플룻, 바이올린 레슨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 : 합창교실

제주동부보건소 : 치아건강프로그램

제주문화예술재단 : 전통놀이체험활동

푸른열매작은도서관 : 뜨개질교실

미래국제재단 : 미술, 피아노교실

CJ도너스캠프 : 티볼교실

삼성 꿈장학 : 프로그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