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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동행
첫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02

2021년 창간호 Vol. 1
통권 1호
발행인 양복선
발행처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105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55
홈페이지 www.hdcwc.or.kr
편집 손유나, 이혜연, 현수정
발행처 재밌는 커뮤니케이션 (031)901-4350

04 창간사
05 함께하는 사람들
06 한눈에 보는 개관이야기
개관 준비과정, 기다림 그리고 만남
개관행사, 설레는 우리의 첫 걸음
미션·비전 수립과정, 집단지성의 힘으로

12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로나 상황 속 우리는?
우리동네 나눔이야기
2020년 우리들의 힘찬 발걸음
우리 이웃들에게 묻고 답하기
마음 심쿵! 복지관에 도착한 편지

21 지금, 실천합니다.
후원자 인터뷰‘향기다방’
감사한 이웃
따뜻한 동행, 함께해 주세요.

03

창간사

주민이 주도하고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향동은 산과 들로 이어지고 꽃이 만발하여 꽃내음 가득한 마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마을을 둘러싼 야트막한 망월산과 봉산자락 언덕은 봄마다 이름 모를
야생화군락을 이루어 여전히 향기나는 마을, 향동의 이전 모습을
보여줍니다.‘향기로운 동행’은 마을의 유래, 이름과 같이 향기
사단법인 한국재활복지회 이사장

오동록

나는 마을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구실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을 소식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사회 곧 마을이
중심입니다.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여전히 사회복지
재원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복지기관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웃을
친족과 같이 여긴 이웃사촌, 힘든 일을 십시일반 같이 거들었던
두레, 이웃집 끼니를 같이 걱정해주던 오랜 우리네 마을공동체 정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향동마을에서‘주민이 주도하고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길 응원
하며‘향기로운 동행’이 그 과정에 주민과 주민을 잇는 이야기의 장,
소식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향기로운 동행’의 쓰임이 활발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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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봄꽃처럼 향기로운
우리 향동인들을 소개합니다!
관장

양복선

조리사

운영지원팀
팀장 박다예

유설진
부장

운영지원팀
사무원 현수정

신용태

복지2팀
사회복지사 손유나
복지2팀
팀장 한현정

복지2팀
사회복지사 마지혜

복지1팀
사회복지사 신예지

복지1팀
사회복지사 이혜연
복지1팀
팀장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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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개관이야기

개관 준비과정,
기다림 그리고 만남

2019. 10.~2020. 03.
사회복지관 개관 및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

2020. 03.
고양시-한국재활복지회 위·수탁 계약 체결

2020. 06.~2020. 07.
기관의 미션·비전 수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결실

2020. 04. 01.
사회복지시설 신고

2020. 05.~2020. 08.
따뜻한 봄날부터 푸르른 여름까지
복지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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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2020. 10.
두근두근 주민들과의 첫 만남!
지역주민 욕구조사

2020. 11. 02.
긴 기다림의 끝!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행사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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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개관이야기

개관행사,
설레는 우리의 첫걸음
STEP 1

개관행사를 위한 열띤 리허설!
개관행사를 생각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떨림, 설레임, 기대와
걱정, 긴장감... 모든 일의 첫 시작은
이런 감정이겠죠?

STEP 2

쓰리!투!원! 오색테이프 컷팅!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신 귀한 지역
주민, 내빈, 관계자 여러분들!
한마음으로 첫걸음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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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기관 둘러보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향기로운 활동들을 기대하며 복지관
시설을 순회하였습니다.

STEP 4

사랑스런 향동 일꾼들!
지역주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향기
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향동 일꾼이
되겠습니다.

09

한눈에 보는 개관이야기

미션·비전 수립과정,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의 미션·비전 수립과정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조직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의 지향 가치를 찾아 전직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션·비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의견 나눔을
위한 팀별 워크숍 및 총 3회의 전체 토론 과정을 거쳐 우리 복지관 미션·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션·비전 교육

팀 워크숍

미션·비전 최종선정

# 미션/비전/중장기계획
# 강사님 멋져요~
# 전직원 집중!!

# 수립 전 인증 ♬
#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 향동종합사회복지관
# 미션비전 완성!
# 최종 결정의 날(뿌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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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
Vision
미션

우리는 주민이 주도하고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공동체를 이룬다.

비전
주민의 연대와
주민의 실천으로
살맛나는 상생공동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살맛나는 문화공동체

주민과 동행하고
주민과 성장하는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우리의 미션비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나 뵙게 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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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로나 상황 속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오늘도 수고했어요, 응원챌린지
모두가 지친 일상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보건소, 119소방대원분들에게
향동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들은 지역주민들의 응원에

“당연한 일인데 주민분들이 응원을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더 열심히 힘내 볼게요.”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추운 바람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숨은 영웅들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원동력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서로 힘내서 일상을 지켜내요!

Che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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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 이웃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손소독제 키트 나눔
코로나19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요즘,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똑똑똑! OOO호 입니다.”
같은 층 이웃에게 직접 만든 손소독제를 나누며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아름답습니다.

지역카페와 함께한
인사나눔 생활복지운동

인사도, 만남도, 대화도 여느때보다 줄어들고
함께 어울리던 일상이 그리워집니다.
지역카페와 함께 컵홀더에 인사나눔을 제안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100명 중 1명이라도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지친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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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동네 나눔이야기
“소외된 이웃! 끼니걱정만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동네 이웃들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어려운 주민분들과 동행하고 싶어요”
함께하는 발자국이 하나하나 늘어갑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관심이 하나의 불씨가 되고
그것들이 한데 모여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는 횃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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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달성

목표금액 5,200,000원 100% 달성!
7,244개의 불씨가 모여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온 마을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소외된 우리 이웃의 든든한 식사를
위해 쓰입니다.

응원댓글

향기로운 마을 우리 이웃과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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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0년 우리들의 힘찬 발걸음

복지1팀

독거노인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꽃길시대’프로그램

…

추석맞이 인사나눔릴레이

지역주민 욕구조사

#나만의 화분 꾸미기
#쑥쑥 자라다오
#정서적 안정

#이웃과 정이 넘치는 한가위
#이웃에게 따뜻한 한마디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요
#주민들과 즐거운 만남
#우리동네 욕구 들여다보기

지역주민과 함께한
인사나눔 생활복지운동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관람‘덕분에 복캉스’

#지역주민의 자발적 움직임
#살맛나는 향동동 함께 만들기
#“안녕하세요. 우리 좋은 이웃이
돼요”

#인정 넘치는 마을 만들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요
#유한대학교 산학협력 #LH고양권주거
복지지사 #연성대학교 산학협력
#동원대학교 #향기다방 & 관리사무소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더운여름, 장기화되는 코로나
스트레스
# 향동 시네마 덕분에 문화생활
즐겨요
# 이웃들과 즐거운 영화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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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팀

…

운영지원팀

…

빨래~끝! 이불세탁지원서비스

똑똑똑! 미용실 왔습니다.
방문 이·미용 서비스

노래학당-평생교육 프로그램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지역주민
# 찾아가는 이불세탁
# 상쾌한 이부자리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지역주민
# 찾아가는 미용서비스
# 거울속 완전 달라진 나

# 즐거운 노래학당
# 마스크착용 필수!
# 한시간 순삭 순삭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사업

추석행사「향기로운 동네,
함께하는 한가위」

서예학당-평생교육 프로그램

# 화평교회와 함께
# 사랑은 더하고 온기는 나누고
#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요

# 첫 명절, 첫 인사
# 몸은 멀리있어도, 마음은 가깝게
#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 집중력 최고
# 재미있는 한글 쓰기
#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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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묻고 답하기
(2020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조사기간 2020.10.20.(화) ~ 11.13.(금)
조사대상 향동동, 화전동 거주 지역주민 총 404명
조사방법 오프라인(설문지) / 온라인(네이버오피스폼) 활용

Q1 가족구성
한부모세대 13명

부부세대 56명

3.2%

조부모+부모+자녀세대 6명
조손세대 3명

1.5%

0.7%

13.9%

부모자녀세대 179명

독거세대 138명

44.3%

34.2%

Q2 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9%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 지원 및 관리 251명
취미, 여가, 체험활동 등 문화생활 프로그램 제공 220명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87명

복지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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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8.8%

Q3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은?
아동 프로그램은?(문항 응답자 : 148명)
생활체육 프로그램 66명
44.6%

아동

청소년

33.8%
아동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46명 31.1%
예술 프로그램 50명

성인 프로그램은?(문항 응답자 : 404명)
생활체육 프로그램 195명
26.1%

성인

요리 프로그램 84명

25.6%
20.9%

문화체험 프로그램 11명
학업 및 진로 프로그램 9명

노인

12.9%
11.2%

교육 프로그램 96명

청소년 프로그램은?(문항 응답자 : 24명)
취미/여가 프로그램 13명
30.2%

노인 프로그램은?(문항 응답자 : 146명)
생활체육 프로그램 61명
21.6%

16.3%
12.8%

교육 프로그램 46명
식사 및 가사지원 36명

장애인 프로그램은?(문항 응답자 : 43명)
경제적 지원활동 13명
16.0%

장애인

취미/여가 프로그램 12명
장애인 돌봄 10명

14.8%
12.3%

Q4 우리 마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Q5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결을
하는 문제(과제)는?

교통문제 268명

위해 복지관이 수행하길
바라는 프로그램은?

33.9%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문제 198명
생활환경문제 103명

25%

21.0%
건강·의료 서비스 87명 14.2%
상담서비스 79명 12.9%
여가·취미활동 서비스 129명

13%

10.6%
공동체 의식 부족 문제 44명 5.6%
사회복지시설 부족 문제 84명

33.9%

21.0%
25%
14.2%
13%

교통
268명

문화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198명

생활환경
103명

10.6%

12.9%

5.6%

사회복지
공동체
시설 부족 의식 부족
84명
44명

여가·취미활동
서비스
129명

건강·의료
서비스
87명

상담서비스
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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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러 갑니다.

마음 심쿵! 복지관에 도착한 편지
따끈따끈~ 복지관에 따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복지사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합니다“
라는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맴돕니다.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찹니다.
오늘도 힘차게! Let’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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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천합니다.

첫 시작을 밝혀준
첫 번째 후원자 향기다방 인터뷰
고양향동LH1단지 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의 첫 번째 후원자!
향기다방 카페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향기다방을 소개해주세요!
향기다방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틀맘, 한부모가정, 폭력피해여성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건강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향동 내에서는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정 수익을 기부하고 나눔하는 퍼네이션(Funation)카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2년 엄마들 모임때부터 쭉 이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나눔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안하게 되면
허전하기도 하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후원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요?
매주 금요일마다 7명의 지역주민분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소하게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만을 기다려 주시며 아침부터 가게 앞에 서 있으세요. 또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하다고 표현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힘들어도 힘을 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후원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어느날,“나 빤스에 구멍이 났어.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라며 오신 여자 어르신이 왠지 모르게 자꾸
기억이 남아요.
‘복지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민분들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꽃무늬 팬티를 시장에 가서 샀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이상 가게에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후원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문부터 두드리고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해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전하고
실천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

당신같은 이웃이 있어 우리마을은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향기다방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55 / T.02-315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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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천합니다.

감사한 이웃
우리 마을을 위한 따뜻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2020.04.~2020.12.)
수입내역

금액

(단위: 천원)

지출내역

금액

일반(비지정)후원금

4,370

시설비

3,000

지정후원금

5,120

사업비

14,620

13,100

반환금

500

외부공모사업지원금

차기이월
합계

22,590

4,470

합계

22,590

♥ 마을을 위해 희망을 나눠준 이웃들 10명(기금후원)
KDB나눔재단, 강미진,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케이인터내셔널, 정회종,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화평교회
♥ 마을을 위해 사랑을 모아준 이웃들 12명(물품후원)
강동단기보호시설, 고양시 복지정책과,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고양시 새마을회,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김대현,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재활복지회,
장애인보호작업장 해온, 향동교회
♥ 마을을 위해 뛰어준 고마운 이웃들 7명(자원봉사자)
박덕희, 박동구, 박연단, 이윤이, 이윤희, 조지행, 진소연
♥ 2020년도 결산보고

(단위: 천원)

세입
구분
사업수입

예산(A)

세출
결산(B)

증감(A-B)

구분

예산(A)

결산(B)

증감(A-B)

-

-

-

사무비

324,189

318,111

6,078

보조금

843,008

843,008

-

재산조성비

453,073

450,384

2,689

후원금

23,120

22,590

530

사업비

57,046

52,046

5,000

전입금

15,000

15,000

-

잡지출

17

-

17

46,875

46,834

41

-

13,276

-13,276

881,200

880,651

549

이월금

-

-

-

잡수입

72

53

19

881,200

880,651

549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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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및
기타
차기년도
이월금
총계

따뜻한 동행, 함께해 주세요.
후원 안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기·비정기적 후원을 기다립니다. 많고 적음이
아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따뜻한 이웃의 정과 행복을 함께 나눠주세요!!
후원방법
·CMS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신청하신 날에 금액을 자동 인출하여 기부
·자동이체 후원자님이 직접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복지관 계좌에 매월 원하는 금액을 설정하여 기부
·기타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 현물을 기부
·예금주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계좌번호 351-1130-1839-73(농협)

※법인세법24조 및 소득세법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동서포터즈 안내
향동서포터즈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맛나는 마을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는 개인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입니다.
향동서포터즈 활동분야
급식봉사

어르신 및 취약계층 급식지원을 위한 조리, 배식, 배달, 정리 등

밑반찬배달봉사

어르신 가정에 밑반찬 전달 및 안부 확인

이미용봉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이미용서비스 지원

재능기부봉사

지역주민에게 재능을 나누기 위한 재능기부 활동

프로그램 및 행정업무봉사

행정업무 지원, 캠페인, 복지관 행사 지원, 환경미화 활동 등

자원봉사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문의 및 상담
(전화/내방)

자원봉사
신청서 작성

상담 후
활동 적정분야 배치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실시

Step. 5

자원봉사
활동 진행

Step. 6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및 평가

후원·자원봉사 신청문의
복지1팀 ☎ 02-695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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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교통
●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경의중앙선 수색역
▶ 버스 환승 7013A, 7013B, 075A DMC해링턴플레이스 하차(도보 약 3분)

●

지하철 3호선 원흥역
▶ 버스 환승 730 DMC해링턴플레이스 하차(도보 약 3분)

●

지하철 3호선 삼송역
▶ 버스 환승 075A DMC해링턴플레이스 하차(도보 약 3분)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55 고양향동LH1단지 내
T. 02) 6959-4436 F. 02) 6959-4489 H. www.hdcwc.or.kr

QR코드를 스마트폰 어플로 스캔해주세요!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