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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3 함께걷는아이들

1,369
올키즈스터디 참여 아동 수

5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4 + 상위관악단 1

30
올키즈스터디 
교사 30명 
기관 30개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수 454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참여자 수

572

1,238
EXIT 버스

거리청소년 발굴 및 사회적 안전망 연결 수

14,008

EXIT 버스
이용 청소년 수

978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지원 아동 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행·연구

함께걷는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성, 지성, 감성의 성장을 돕는 
문화, 예술,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은 단발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 실천 분야의 연구를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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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트라(Allkidstra)
‘올키즈스트라(Allkidstra)’는 “모든(All) 아이들(Kids)의 희망을 연주한다”는 뜻의 함께걷는아이들 
음악교육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악기지원, 관악단 합주, 
연주 무대의 경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 통합적인 음악교육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관악단

아이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올키즈스트라 이름으로  
악기별 그룹레슨, 합주, 관악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은평-4개 지역아동센터), 경기(안양· 
군포-4개 지역아동센터), 충북(청주-6개 지역아동센터), 
경남(김해-7개 지역아동센터) 지역의 179명의 아동청소

년이 함께했으며, 최소 주 1회 이상의 레슨, 월 2회 이상의  
합주에 참여했습니다.

  상위관악단

한 단계 높은 연주 실력과 다양한 외부공연활동으로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의 롤모델이 됩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아이들이 참여하며, 각 지역에서는 또래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2013년에는 42명의 아동청소년이 매주 토요일 악기별  
그룹레슨과 합주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아동의 사업만족도

 ● 올키즈스트라 활동 만족도 (5점 만점)

참여 아동의 사회 정서적 변화

 ● 참여기간별 동기부여 및 몰입도(5점 만점)

 ● 미래에 대한 기대(5점 만점)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5점 만점)

‘아픔을 치유한 소원’

소원이는(18세, 여, 클라리넷) 어릴 적, 2년 
사이에 함께 살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청소년기 내내 ‘내 곁에 있으면 모두 슬퍼지는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떠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무기력하게  
살던 소원이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4년 
전 올키즈스트라와 인연을 맺고, 클라리넷을 
만나면서 삶이 변했습니다.

“악기 실력이 늘지 않아 힘들 때도 있었고,  
연습시간을 빠지고 놀러가고 싶었던 적도 많
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

고, 그 순간 실력이 확 늘었어요.” 라고 고백

하는 소원이. 어린 시절 너무나 많은 이별을 
통해 아픔을 겪어야 했던 소원이는 이제 음악

을 통해 스스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자신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4.26

4.27
3.83

3.96

3.96
3.84

3.58

4.05
3.76

3.53

 3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사업 소개

8
악기 파트별 커리큘럼 
앙상블 교재 개발

19.85
참여 단원들의 6개월간 
음악실력 향상 점수

30
비전을 함께하는 

전문 음악강사 양성 수

85.4%
사업 참여 아동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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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생 지원 사업

“올키스트라 첫 장학생, 음대 합격하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올키즈스트라에 2년 이상 참여한  
상위관악단 단원들 중 ‘음악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아이들 
2명을 선발하여 전공레슨비, 악기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1인당 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당시, 고3이었던  
성현(가명, 트롬본)군은 1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열
심히 전공 준비를 한 끝에 당당히 음악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음악교육지원사업

섬마을, 산간마을 등 전국 문화소외지역 아동청소년 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275명의 아이들에게 관악·현악 레슨 및 
합주를 지원했습니다.

  악기기부캠페인 올키즈기프트

캠페인을 통해 중고악기를 기부 받아 문화소외지역 아이들 
에게 악기를 제공하여 나눔을 통해 음악을 배우고 즐기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2013년에는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첼로, 트럼펫 등 12개의 악기를 기부 받아 지원 
했습니다. 

  악기별 앙상블 교재 개발

올키즈스트라에 3년 이상 활동한 전문 강사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8개 파트별 앙상블 교재와 그간의  
올키즈스트라 아이들 악기별 성장 및 지도과정을 담은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2013년 지역관악단, 상위관악단 연주회 목록

한국타이어㈜ 프로엑티브 어워드 초청 관악단 연주 (상위)
오감만족별별장터 오프닝 무대 (청주)
은평마을 상상축제 관악단 연주 (상위)
군포시 어린이날 행사 오프닝 무대 (안양군포)
안양시 어린이날 행사 오프닝 무대 (안양군포)
은평마을 골목상상축제 유닛 연주 (은평)
기쁨동네 어울림한마당축제 앙상블 연주 (은평)
안양 구석구석 마중콘서트 오프닝 (안양군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토크콘서트 금관앙상블 연주 (상위)
청구성심병원 힐링연주회 (은평)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 창단 연주회 (김해)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찬조공연 (청주)
경남카부츠행사 식전 연주 (김해)
담쟁이 문화제 엔딩 무대 (안양군포)
충북오케스트라 & 올키즈스트라 청주관악단 합동공연 (청주)
2013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사업 유공자 포상」공연 오프닝 무대 (청주)
제5회 정기연주회 (상위)

02월 01일
04월 27일
05월 04일
05월 04일
05월 05일
05월 11일
06월 20일
08월 26일
09월 14일
10월 05일
10월 17일
10월 19일
10월 19일
11월 09일
11월 16일
11월 27일
11월 29일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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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터디(Allkidstudy)
‘올키즈스터디(Allkidstudy)’는 잠재능력이 있음에도 빈곤 또는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기초학습부진이 누적되는 아동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발단계에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학습부진아동에 대한 3Rs(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를 1 : 1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3Rs(읽기, 쓰기, 셈하기) 1 : 1 학습 지원

서울, 경기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서 총 30명
의 교사가 월평균 140명의 아동에게 1 : 1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전진단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하를  
받은 학습부진아동은 1주일에 3번, 한번에 50분씩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의 기초학습교재를 기본교재로 하여 국어와 수학

을 공부했습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

학습부진아동의 효과적 학습 성취와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교사별로 정서 안정, 특기 적성, 체험 등의 다양한 실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0명의 교사가 총 129회의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연간 약 18,060명의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 실내 동기부여 프로그램 : 미덕카드 마음표현, 세계나라

와 국기탐구, 나무입체 모형조립, 나는야 플로리스트 등 
총 70회

 ● 실외 동기부여 프로그램 : 쿠오리아 어린이 미술관 견학,  
화원탐방 및 꽃바구니 작업, 국립서울과학관 견학 등  
총 59회

참여 아동의 성적 및 과목 호감도 조사 

3Rs 진행 프로세스

 ● 교과별 아동 평균 향상 점수 (100점 만점)  ● 과목별 호감도 조사 (5점 만점)

‘우주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7개월 동안 가르치신 우주(가명, 초6)예요. 
저는 거의 공부는 포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수학, 국어가 20점, 30점까지 밖에 안 나왔는데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니까 점점 수학 점수도 오르고 국어점수도 오르더라고요.  
20점에서 30점 정도…. 그리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정말 많이 오른 것이에요!  
저희반 선생님도 놀라시던걸요! *^-^*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꼭! 꼭! 꼭! 다음에도 이 수업을 하고 싶어요~!

22.1 2.96 2.90
3.24

18.7 16

수학 읽기 쓰기 과목전반 국어 수학

사업 소개

129 
동기부여 프로그램 
연 운영 횟수

140 
월평균 

참여 아동 수

1,111 
뇌영양 공급을 위한 

유기농 간식 제공 아동 수

1,516 
연 지원교재 수 

(아동 1인당 10.8권)

학습부진 
사전진단

학습부진 기초교육 
1~3학년 수준 

3Rs(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

학습부진 
사후진단

사후관리
4학년 수준까지 

교과부진 학습 지원

 2013년 3월 사전평가    2013년 12월 사후평가

2.69 2.67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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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영양 공급 프로그램

2013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수업에 참여한 아동 총 1,111명에게 24,084,840원의 예산으로 
뇌 건강에 좋은 유기농 간식(견과류, 유제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기초학습부진아동 지도 컨텐츠 개발

 ● 교과연구회 : 4~6학년 진단평가 연구, 2~3학년 진단평가 개발

 ● 조별연구회 : 교재교구 개발, 동기부여 프로그램 개발, 지도사례 공유 
 ● 동기부여 프로그램 가이드북 발간 (3월 26일)
 ● 기초학습부진아동 지도 가이드북 발간 (10월 5일) 

  함께교사 역량강화

 ● 심화교육(총 10시간) : 뇌과학으로 이해하는 학습부진아동 지도 교육 (2월 18일~19일)
 ● 보수교육(총 30시간) : 월 1회, 3시간씩 집합교육 진행 (1월, 3월~12월) 
- 학습부진아동 지도와 관련된 인성교육, 교과별 지도 컨텐츠 교육(진단평가, 꾸꾸사이트, 동기부여프로그램, 교재교구 등)

 ● 조별 연구회 운영(총 66회) : 30명의 교사가 6개조로 나누어 월 1회 아동지도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진행 
- 국어/수학 진단평가틀 개발 및 점검, 동기부여 프로그램 및 교구교재 개발, 학습부진 아동 지도사례 공유 등

  제1회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의 기초학습부진아동 지원역량을 높이고자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참여교육생(32명)의 93%가 3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양성과정 수료  
기관이 학습부진아동 지도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71명의 기초 
학습부진아동에게 총 308권(학습부진 주교재 105권, 부교재 203권)의 기초학습 교재를 지원

했습니다.

 ●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 과정

 ● 전문지도교사 양성 과정 자료집 발간 (10월 4일)

사업 소개

10 11

학습부진 개념 학습부진 지도 동기부여 프로그램

이론교육 학습부진 이해
교과별 학습 지원의 실제 
(교재 설명, 수업계획)

동기부여 프로그램 계획

실제교육 - 교과별 교재교구활용 지도 동기부여 프로그램 적용

실습교육
학습부진 진단지 
적용 및 피드백

교과별 워크샵 
(모의수업 및 슈퍼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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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버스’
‘EXIT 버스’는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있는 거리로 직접 찾아갑니다. 
먹거리, 의료, 긴급 상담, 시설연계 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삶을 꾸려가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새로운 지역을 향해 움직이다!

2011년부터 안산·부천에서 거리청소년을 만나 온 EXIT 버스가 2013년 활동평가를 토대로  
부천에서의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IT 버스는 
일주일에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천시에 지속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0월에 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카페’가  
오픈되었습니다. 별사탕카페는 개소 이후, 매주 금요일 버스 현장에 나와 EXIT 버스와 함께  
활동하면서 어떻게 이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만날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EXIT 버스 역시 
그동안 부천지역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새로운 방법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2014년도 EXIT  
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 서비스

EXIT 버스는 거리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밥상, 쉼과 수다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특히 밤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거리에서 청소년들

을 발굴하고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의료지원, 법률지원, 시설 
연계, 생활용품들을 지원하며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부천과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긴급 구조 서비스로 14,008명의 거리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층 버스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처음 저는 이 버스를 남자친구를 따라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오기 싫었는데 오게 되니까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쌤이랑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가출했을 때는 버스쌤이 옷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 주셨어요. 버스에서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쌤들과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에는 학교도 다니고 상담도 받
고 있어요. 버스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2층 버스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바쁜  
선생님들을 제가 도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많은 쌤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from 혜연

사업 소개

3,694 
연간 버스 
이용자

950 
연간 참여 
활동가

899 
해변 아웃리치 참여 

청소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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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청소년의 주체적 활동’ 지원

거리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버스 활동을 위해 청소년 운영 
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제안하고 운영합니다. 연 5회  
버스 활동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기획합니다.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십대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및 거리청소년 발굴을 목적으로 청소년
들이 직접 운영한 해변아웃리치에 89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거리학교 및 거리교육

‘온 세상이 배움터다!’라는 모토로 거리청소년들이 자립
하도록 세상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관심과 주제로 삶의 중요한 가치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청소년이 기획하는 버스 프로그램 활동
인 ‘별별프로젝트’, 활동가 1명과 청소년 1명이 함께 배낭
여행을 가면서 자립심을 키우는 ‘여행프로젝트’, 직업훈련 
과 발표회로 이어진 심야시간의 ‘바리스타 아카데미’와 
‘커피콘서트’, 길거리 성교육 등으로 배움을 실천했습니다.

  활동가 조직 및 교육

EXIT의 모든 활동은 야심한 시간에 항상 버스를 지켜준 활동가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연 1회의 기초교육과 연 11회의 세미나교육, 보수교육(수시)을 통해 양성된 활동가들이  
버스와 거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거리청소년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매 회기 9~10명(연 950명)의 활동가들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활동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홍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한국의 
‘Youth Outreach’는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포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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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13년 활동가 홍콩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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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마일(Allkidsmile)
‘올키즈스마일(Allkidsmile)’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환경에 따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할머니의 요술램프’,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는 ‘십시일밥’을 지원했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할머니의 요술램프’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요술램프’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험이 부러움과 상처로 남지 않도록 아이들의 소원을 받아 즐거운 하루

를 선물합니다. 가족과 가고 싶었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의 외식, 영화관람, 놀이동산 방문 등
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1차에서는 86명 아이들의 사연을 선정하여 218명이 함께 참여했고 2차에서는 47명의 아이들 
을 선정하여 354명이 참여, 평소에 체험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지원 ‘십시일밥’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의 한 끼 급식단가

는 1,520원으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한 숟가락씩 모아  
한 사람을 먹였던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을 담아 급식비가 가장 열악한 아동양육시설

을 지원합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50일 동안 22개소 978명의 아이들에게 급식비  
부족분을 지원했습니다. 

‘승일이의 특별한 하루’

승일(가명)이는 양육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생계를 위해 
일하시느라 승일이를 자주 보러 오지 못합니다. 아빠는 짬짬이 시간을 내어 승일이와 
목욕탕을 가고는 합니다. 그런 날은 승일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승일이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시는 아빠에게 효도하고, 아빠와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

에 ‘할머니의 요술램프’에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승일이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승일이라고 해요. 저는 평소에 아빠한테 효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빠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빠가 참 맛있게 먹는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 아빠와 함께 간 영화관에

서 영화도 보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전 아빠가 가장 좋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업 소개

129 
10개 도, 

40개 시에 지원

140 
관련 기관 수

(지역아동센터+그룹홈+아동양육시설)

2,539 
지원 아동 수

· 아동이 그린 ‘요술램프로 경험한 즐거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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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는 함께걷는아이들의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키즈스트라 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4년간 진행한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체계적인 데이터와 통계자료, 인터뷰 자료로 정리한 보고서

가 2013년 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좀 더 발전된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타 기관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유사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ISME 국제 컨퍼런스 논문 제출 및 
발표 결정

2012년 올키즈스트라 사업 성과를 평가한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ISME(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으로 제출하여 발표

가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올키즈스트라의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사업을 널리 알리고 타 사업도  
배워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3년 올키즈스트라 /  
올키즈스터디 사업성과 평가

2013년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중간보고 결과

가 나왔고, 최종결과는 2014년 8월에 나오게 됩니다. 지역 
관악단에 평가 결과를 알려드리며 고생한 부분들을 칭찬하

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년 올키즈스터디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학습과 학교 
생활면에서 부쩍 성장한 내용을 사전/사후 평가결과로 정리

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유관기관들과의 연대

 ● 학습부진아동 지도에 대하여 ‘좋은교사’와 ‘교육을  
바꾸는사람들’과 함께 국내현황, 선행연구, 해외사례, 
향후과제 등에 대해 공부하는 연구모임을 총 9회에  
걸쳐 가졌습니다.

 ●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상설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음악교육기관네트워크로  
10월 25일에 제1회 컨퍼런스를 가졌으며, 각 단체 
사업 소개, 음악강사 사례발표, 성과평가, 교재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악교육기관네트워크는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파라다이스복지재단, 꿈품 
오케스트라 등의 단체가 참여 중이며, 관심있는 기관들

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업 소개

200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보고서 

배포 부수

15 
음악, 학습 유관기관 연대 

모임 횟수

1st 
음악교육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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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올키즈스트라
2013년 지역관악단 및 
음악교육지원사업 시행

함께 걸어온 희망 캘린더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한국타이어㈜ 

프로엑티브 어워드 초청 관악단 연주

올키즈스마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지원 

‘십시일밥’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토크콘서트 금관앙상블 연주

상위관악단 합주 연습
주 1회, 매주 토요일

함께교사 보수교육
월 1회, 마지막 주 화요일

매주 목요일 안산 중앙역 운행 
(20시~01시) / 매주 금요일 부천역 
북부광장 운행(20시~02시)

올키즈스터디
2013년 3Rs학습지원 

기관 협약식

올키스사회실천연구소
2012년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보고서 발간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은평지역 상상축제 

관악단 연주

올키즈스트라
2013년 전공생 지원 사업

올키즈스터디
동기부여 프로그램 
가이드북 발간

올키즈스터디
2013년 기관 간담회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1차 활동기간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2차 활동기간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음악캠프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음악캠프

올키즈스트라
올키즈기프트 집중캠페인

|    Walking With Us Foundation 2013 Annual Report 함께걷는아이들 2013년 연차보고서사업 연혁

2.1

올키즈스트라 올키즈스터디 EXIT 버스

2.27 5.43.4

6.146.20
7.10
~
8.31

11.29

올키즈스트라
제5회 상위관악단 정기연주회 

나눔콘서트 ‘결’

10.5 10.25
10.15
~
11.12
올키즈스터디

제1회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과정 진행

올키즈스터디
기초학습부진아동 지도 
가이드북 발간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음악교육기관네트워크 
제1회 컨퍼런스

2.21
4.27
~
6.30

3.262.15

20 21

8.12
~
8.14

7.30
~
8.1

7~8

EXIT 버스
해변 아웃리치 
(을왕리해수욕장)

7.30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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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과 목 제4(당)기 금액 제3(전)기 금액

자 산

유동자산 1,307,924,392 1,978,571,937

- 당좌자산 1,307,924,392 1,978,571,937

• 보통예금 297,641,864 468,735,237

• 정기예·적금 1,000,000,000 1,500,000,000

• 선급금 3,274,000 40,000

• 선급비용 594,468 531,630

• 선납세금 6,414,060 9,265,070

- 재고자산 0 0

비유동자산 603,169,770 150,264,981

- 투자자산 0 0

- 유형자산 102,869,770 149,964,981

• 차량운반구 131,379,500 - 131,379,500 -

• 감가상각누계액 104,074,311 27,305,189 81,643,274 49,736,226

• 비품 189,144,520 - 155,917,520 -

• 감가상각누계액 113,579,939 75,564,581 55,688,765 100,228,755

- 무형자산 0 0

- 기타비유동자산 500,300,000 300,000

• 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 서화 500,000,000 0

자산 총계 1,911,094,162 2,128,836,918

부 채

유동부채 911,094,162 1,128,836,918

- 미지급금 8,624,675 36,900,866

- 예수금 3,437,660 3,179,43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99,031,827 1,088,756,617

비유동부채 0 0

부채 총계 911,094,162 1,128,836,918

자 본

자본금 1,000,000,000 1,000,000,000

- 출연금 1,000,000,000 1,000,000,000

자본잉여금 0 0

자본조정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이익잉여금 0 0

자본 총계 1,000,000,000 1,000,000,000

부채 및 자본 총계 1,911,094,162 2,128,836,918

(단위 : 원)

재정 보고 함께걷는아이들 2013년 연차보고서|    Walking With Us Foundation 2013 Annual Report

사무비(16.3%)

246,471,698원

총계(100%)

1,511,611,699원

사업비(83.7%)

1,265,140,001원

홍보(1.5%)

19,507,000원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4.7%)

59,425,596원

EXIT 버스(19.0%)

240,000,000원
올키즈스터디(25.3%)

320,167,134원

올키즈스트라(39.0%)

492,928,973원

올키즈스마일(10.5%)

133,111,298원

  2013 사업 결산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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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어온 발자취

사업 현황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올키즈스트라 
음악지원사업

올키즈스터디 
3Rs 학습지원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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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 참여 아동 : 42 

올키즈스트라 은평관악단 - 참여 기관 : 4, 참여 아동 : 40 

올키즈스터디 3Rs 학습지원 - 참여 기관 : 11, 참여 아동 : 52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10, 참여자 수 : 73 

 ● 경기도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 참여 기관 : 4, 참여 아동 : 40 

올키즈스트라 음악지원사업 - 참여 기관 : 2, 참여 아동 : 52 

올키즈스터디 3Rs 학습 지원 - 참여 기관 : 19, 참여 아동 : 87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27, 참여자 수 : 151 

 ● 강원도
올키즈스트라 음악지원사업 - 참여 기관 : 2, 참여 아동 : 40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1, 참여자 수 : 2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 참여 기관 : 4, 참여 아동 : 177 

 ● 충청남도
올키즈스트라 음악지원사업 - 참여 기관 : 2, 참여 아동 : 26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11, 참여자 수 : 69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 참여 기관 : 4, 참여 아동 : 198 

 ● 충청북도
올키즈스트라 청주관악단 - 참여 기관 : 7, 참여 아동 : 49 

올키즈스트라 음악지원사업 - 참여 기관 : 2, 참여 아동 : 35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1, 참여자 수 : 2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 참여 기관: 4, 참여 아동 : 133

 ● 전라남도
올키즈스트라 음악지원사업 - 참여 기관 : 5, 참여 아동: 86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14, 참여자 수 : 83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 참여 기관 : 14, 참여 아동 : 642 

 ● 전라북도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2, 참여자 수 : 12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 참여 기관 : 6, 참여 아동 : 273 

 ● 경상남도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 - 참여 기관 : 6, 참여 아동 : 50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20, 참여자 수 : 112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 참여 기관: 2, 참여 아동 : 100 

 ● 경상북도
올키즈스트라 음악지원사업 - 참여 기관 : 1, 참여 아동 : 24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12, 참여자 수 : 58 

올키즈스마일 십시일밥 - 참여 기관 : 10, 참여 아동 : 447 

 ● 제주도
올키즈스트라 음악지원사업 - 참여 기관 : 2, 참여 아동 : 36 

올키즈스마일 할머니의 요술램프 - 참여 기관 : 2, 참여자 수 : 7

42 40 52 73

40 52 87 151

40 2 177

24 58 447

26 69 198

50 112 100

86 83 642

12 273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36 7
제주도

49 35 2 133

함께걷는아이들 2013년 연차보고서

(사업 참여 아동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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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음악을 선물해 주세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Allkistra. 
올키즈스트라 아이들은 음표 이상의 꿈을 연주합니다.

오케스트라지원
문화적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악기대여, 레슨,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

음악전공지원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의 
전공레슨과 장학금 지원

낙도오지 음악지원
낙도오지 문화소외지역의 

음악레슨비 지원

후원문의

함께걷는아이들 모금·홍보팀

 ● 전   화 : 02.522.7935
 ● 팩   스 : 02.522.7930
 ● 이메일 : together7935@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1-695567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후원내용

후원금액 아동지원내용

월 1만원 구좌 1명의 아이가 음악캠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 3만원 구좌 2명의 아이들이 체계적인 음악기초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월 5만원 구좌 1명의 아이가 전문음악선생님에게 악기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구좌 2명의 아이들이 전문음악선생님에게 악기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0만원 이상 후원자님께는 개인행사에 후원하신 아이들이 앙상블 연주를 해드립니다.

후원 안내

2013 개인 기부자 (104명)
강보형 강선형 강성은 강주연 강혁 김성현 김성혜 김영라 김영미 김영소 김영하 김윤희 김은주 김자영 김정수 김종윤  
김주연 김지연 김태곤 김현수 김현아 김현주 김형규 나혜경 남윤인순 노근창 노세호 당세빈 목갑수 목정수 문경민 박간 박석준  
박용주 박종민 박주영 박주희 백두영 변미혜 서덕자 서동우 안지해 오숙희 오순옥 유용균 유정임 윤현선 이강욱 이경림  
이기흥 이명희 이상준 이수경 이양숙 이영렬 이원재 이윤정 이응수 이인영 이재오 이정훈 이조영 이주순 이찬승 이현진  
임순영 임정기 장용석 전성윤 정영태 정일룡 정일우 조경래 조미화 조순실 조현식 조혜연 주은심 주조양 주희정 차홍기  
천지현 최경신 최구슬 최혜정 최희재 한명섭 한수자 홍민희 홍성필 홍수정 홍원표 홍정원 황지원 Steve Woo William Seo
50만원 이상 김재우(홍명자) 노승우 노정호 조양래 조희경 한숙현 홍기창

2013 기업 및 단체 기부(6곳)
한국타이어㈜ ㈜한국티알에스 서초자원봉사센터 타워팰리스노래교실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재)평화의료재단  

2013 기금 조성
홍문자 기금 홍문자님 후원으로 2013 Allkidsmile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할머니의 요술램프’에 사용

노재원조재선 추모기금 노윤정 노정호 노민정님 후원으로 2014년 아동복지시설 실무자를 지원하는 「Caring for Carer」,  
색소폰 전공 준비하는 학생의 전공지원금으로 사용 예정

함께걷는아이들 발전기금 홍문자님이 기증한 서화를 발전기금으로 적립

홍보대사
김주원(발레리나), 신구(배우), 이서진(배우) 

2013 특별히 감사한 분들
올키즈스트라 사업비와 상위관악단 장소를 제공해주신 한국타이어㈜  
감사카드 제작에 재능기부해주신 IDIUS
청소년들의 대모 조순실 이사장님, 아름다운 이경림 이사님, 함께걷는아이들의 기둥 조희경 이사님  
꽃보다 아름다운 한명섭 이사님, 순정맨 홍헌호 이사님, 새식구 임정기 이사님과 이은정 이사님  
요리와 숫자를 동시에 만지시는 윤종훈 감사님, 다정다감 송복순 감사님

함께걷는아이들의 귀인 이기흥 이사장님, 한국의 문화융성을 책임지시는 김동호 위원장님  
자원연결 담당 박주현 변호사님, 문화예술계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홍기원 교수님, 든든한 자문 유전식 교수님 
질적연구 자문 이혜진 박사님, 음악계와의 징검다리 정호진 선생님, 아이디어 뱅크 조인래 대표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능력있는 손들, 유원선, 이현진, 김현주, 김선혜, 최은지 

희망을 선물해준 당신,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