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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  

2014년 함께걷는아이들,

이제 시작합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올키즈스트라 Allkidstra
“모든(All) 아이들(Kids)의 희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음악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

올키즈스터디 Allkidstudy
잠재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기회부족으로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에게  
1:1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지도하는 교육복지사업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거리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EXIT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

올키즈스마일 Allkidsmile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의한 불공평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하는 사업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Allkids Research Institute
함께걷는아이들의 모든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설연구소

699명의 조화
올키즈스트라 합주활동에 참여한 아이들

752명의 행복
소원대로 즐거운 하루를 보낸  

아이들과 그 가족들

명의 성취
올키즈스터디의 1:1  
지도로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된 아이들

명의 성장
EXIT 버스를 이용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  
거리의 청소년들

5,118 명의 기쁨
올키즈기프트로  
‘내 악기’를 선물받아  
음악을 배우는 아이들

3,322
1,593



눈부신 성장

53명의 아이들이 10여 차례의 큰 무대를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상위관악단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오디션으로 선발되는 상위관악단은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의 
롤모델이자 각 지역 또래들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2014년에는 53명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악기별 
그룹레슨과 합주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큰 무대를 10여 차례 경험하며 실력과 책임감, 긍정적인 욕심
을 갖게 된 아이들은 음악을 만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음악전공생 4명 전원이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음악전공생 지원으로 전공레슨비, 악기구입 등에 연 500만원씩 지원받던 고등학교 3학년 4명 전원 
이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은 으레 못갈 테니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라는 말까지 들었던 효정 
(가명, 트롬본) 군의 합격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본인이 음악과의 인연으로 행복을 경험한 것처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효정 군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도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관악 꿈나무로 키웁니다

관악 꿈나무반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문화소외 아동에게 악기별 그룹레슨과 음악기초이론 
및 리듬수업, 다양한 공연관람을 지원합니다. 실력이 빠르게 성장한 단원 8명은 상위관악단  
정기연주회에 참여했으며 플루트 단원 2명은 2015년 상위관악단 단원으로 진급했습니다.

192명의 아이들이 합주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미니오케스트라는 올키즈스트라 관악단의 소규모 형태로 기존의 지역아동 
센터 오케스트라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합주를 지원합니다. 5개의 미니오케스트라(김포,  
부천, 아산, 창원, 제주)에서 192명의 아이들이 하모니가 주는 기쁨을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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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트라 Allkidstra
“모든(All) 아이들(Kids)의 희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음악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

36
올키즈스트라 
공연활동 횟수

61
올키즈스트라 
참여 기관 수

4.10
참여 아동의 동기부여 및  

몰입 점수(5점 만점)

8
음악전공생 

장학지원자 수



음악성과평가

문화소외 아동들 중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거나 악기레슨을 받은 아동
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존감과 친구관계가 향상되었습니다.

올키즈스트라 활동에 참여한 이후 지능(IQ)이  
유의미하게 높아졌고, 특히 동작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향연 청소년 예술무대
- 2014 제주국제관악제
- 제1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 제5회 대한민국국제관악제
- 한국·헝가리 수교 25주년 기념 ‘나눔과 희망’음악회(KBS 교향악단과 협연)
-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하공연
- 제6회 정기연주회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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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음악집단  비음악집단  음악집단  비음악집단  사전  사후

친구관계 사전 친구관계 사후

자존감 변화 친구관계 변화

3.21

3.17

3.25

3.38

3.38

86.72
90.55

87.17

3.37

3.44

84.62

3.53 99.72

91.07

지능 변화

2014년 상위관악단 
참여 연주회

언어성 동작성 전체지능점수

꾸준한 성과

지역관악단은 내실있게 운영되었습니다

청주관악단, 김해관악단, 은평관악단은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양군포관악단 7회, 은평 
관악단 8회, 청주관악단 4회, 김해관악단 7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 초청연주도 진행했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지정 후원으로 6월에 창단한 금산추부관악단도 지역 대표 관악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252명이 매주 악기 그룹레슨과 월 2회 이상의 합주 및 관악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올키즈스트라 앙상블집 개정판과 음악기초이론교육집을 발간했습니다

올키즈스트라 앙상블집은 강사, 지역 실무자, 올키즈스트라 연구회의 의견을 수렴해 Basic(기초 
과정), Develop(발전과정), Advance(심화과정)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또한, 레슨교제로 루뱅크

(Rubank)를 선정해 커리큘럼을 체계화하여 수준별 그룹레슨과 지역 앙상블 연주에도 활용했습니다.  
올키즈스트라 음악기초이론교육집은 올키즈스트라 멘토위원, 올키즈튜터, 올키즈스트라팀이 협력해  
2014년에 개발한 것으로 아이들의 악보 보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지역관악단에  
기초이론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총 10회기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5,118개의 악기를 선물했습니다

올키즈기프트(Allkidsgift), 악기기부캠페인으로 총 5,118개의  
악기를 아이들과 복지기관에 나눔했습니다. 단독공연 수익금으로  
통기타 10개를 기부한 밴드 ‘소란’, MBLAQ 멤버 승호의 생일을  
기념해 전자피아노를 기증한 팬사이트 ‘BLAQSSONG’과  
‘Seungho Chile’, 오카리나 5,100개를 나눔한 천광산업㈜,  
트럼펫을 기부한 낙원상가와 ‘아몬드’, 개인 악기를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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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터디 Allkidstudy
잠재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기회부족으로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에게 
1:1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지도하는 교육복지사업

사업 소개

144
월 평균 

참여 아동 수

2,196
연 지원 
교재 수

197
동기부여 프로그램

연 운영 횟수

31
지원 기관 및 

교사 수

학습성과평가

올키즈스터디 참여 아동의 성적을 사전·사후 평가한 결과,  
 1~3학년 아동은 국어 28.5점, 수학 30.6점 향상, 
4~6학년 아동은 읽기 16.9점, 쓰기 17.8점, 수학 21점 향상했습니다.

올키즈스터디에 참여한 후 
아이들의 과목 호감도와 교사와의 유대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100점 만점)(100점 만점)

1~3학년 아동의 성적 향상 4~6학년 아동의 성적 향상 과목별 호감도(5점 만점)

28.53
30.61

16.87
17.78

21.04
3.10

3.38

4.20

국어점수  
향상

수학점수  
향상

읽기점수  
향상

쓰기점수  
향상

수학점수 
향상

2.95
3.02

4.06

전체과목 및  
수학 호감

국어 호감 유대감

 사전  사후

즐거운 성취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이 1:1 지도를 받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22개소, 초등학교 8개교,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서  
기초학습 진단평가를 거쳐 선별된 182명의 아이들이 1주일에 3번, 한번에 50분씩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기초학습 교재로 국어와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정서안정, 특기적성, 체험 등의 주제로 연간 총 197회의 교사별 동기부여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모든 아동이 참여하는 행사로 ‘제1회 창작동시대회 시작(詩作,start)’을 진행했습니다.

실내 동기부여 프로그램(총 138회) 미술보드게임, 폼아트시계 만들기, DIY명화 그리기, 메모리체스,  
3D체스, 달력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샌드위치 요리 등
실외 동기부여 프로그램(총 59회) 아쿠아리움 도서관 박물관 견학, 눈썰매 놀이동산  
수영장 체험, 대학 탐방, 직업 체험, 주말농장 체험 등
제1회 창작동시대회 시작(詩作,start) 여름방학 동안 올키즈스터디 선생님과  
동시(童詩)수업을 함께 한 아이들 중 136명이 공모전에 참여, 우수작품 40선을 선정하고  
모든 아동을 격려하는 시상식과 시화전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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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노력

교사의 역랑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수교육(총 27시간) 월 1회, 3시간씩 집합교육 진행(1월~12월) / 학습부진아동지도와 관련된 인성
교육, 교과별 지도 컨텐츠 교육 등
조별연구회(총 65회) 31명의 교사가 6개조로 나뉘어 월 1회 아동지도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진행 / 한글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지도를 위한 교과서 내외 독서활동 교육안 개발, 수학교구  
활용안 개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교재 연구 및 적용 등
조장모임(총 1 1회) 조별연구회 운영방향 논의 및 교사별 아동지도 전반에 대한 공유 등
교과연구회(상반기) 국어와 수학과목의 진단평가 연구 및 교과서 개정내용에 대한 지도방안 연구

기초학습부진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교육은 지역사회 안에서 기초학습부진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해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초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별 지도방법, 교재교구 활용 방안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구성해 지도 
하는 교사 및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반기(2월 4일~18일, 매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 코칭단 23명이 15시간의 교육과정 수료
하반기(11월 6일~20일, 매주 목요일) 
현장에서 학습부진아동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15명이 17시간의 교육과정 수료

사업 소개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과정

학습부진 교과 동기부여

이론교육 학습부진 이해
교과별 학습지도의 실체 
(교재설명, 수업계획)

동기부여 프로그램 계획

실제교육 - 교과별 교재교구 활용 지도 동기부여 프로그램 적용

실습교육
학습부진 진단지 적용 및  

피드백
교과별 워크샵 

(모의수업 및 슈퍼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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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협력

부천지역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신림지역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의 부천 활동을 정리하며 거리의 청소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쉼터에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6월 6일 EXIT 버스가 새롭게 문을 
연 관악구 신림지역은 인근 동작구, 영등포구 및 안양 등지
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거리의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손잡고 거리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갔습니다

성매매 및 성폭력 공동 고소 고발 및 법률지원 활동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학교밖 
청소년지원법 간담회, 신림지역 길바닥 네트워크 조성 
(거리의 청소년 지원 단체 협력 활동), 알바데이 청소년  
노동권 찾기 행사 연대활동,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합
아웃리치 활동 등을 실행했습니다.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거리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EXIT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

13,121
EXIT 버스 연 이용 

인원 수

613
사례관리 
청소년 수

100+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동 수

6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원 수

사업 소개

평가위원들이 조사한, 
EXIT 버스는
나에게 [          ]이다
사랑이 넘치는 공간, 새로운 세계, 제2의 
고향, 집, 안식처, 행복감, 평화, 마니또,  
광장, 품, 친근감을 주는 휴양지, 또 다른  
학교, 박카스, 기다려지는 곳, 만남의 광장,  
우리 반 교실, 친절, 소중한 곳, 추억을  
만드는 놀이터, 재미있는 곳, ART,  
행복한 버스, 비상구, 세상을 배우게 하는 
광장, 행복, 이상한 나라, 생각의 공간, 사랑
과 행복이랑 기쁨, 편한 곳, 고민상담소, 
비타500, 스트레스 해소이자 친구, 말동무,  
밥, 간식, 밥 차, 놀이와 밥, 식량공급소,  
배고픔을 달래고 친구들하고 선생님과  
어울릴 수 있는 곳, 쉼터, 좋은 곳, 휴식처, 
아지트, 물뿌리개, 활력소, 송년회, 인생 
의 반환점, 여유공간, 난로, 신세계,  
희망이자 미래, 패딩, 혼돈, 흥미, 유턴길,  
습관, 옹달샘, 이상형, 인생의 행복, 주중 
하루 최고의 날, 버팀목

청소년의 주체성

거리의 청소년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자립팸 ‘이상한 나라’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 및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에서 착안한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상한 나라’라는 공간
에서 가족회의를 통해 공통된 약속을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1년 여간 29명의 여자 청소년이 이용했습니다.

거리의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사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2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 청소년 강의 활동 
(EXIT 거리활동가 기초교육, 보수교육, 숭실대 연구팀 자문 및 
학교사회복지 수업 특강, 청소년주거권 실천을 위한 교육 등),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부스 운영, 청소년노동캠프, 퀴어퍼레이드 
참여, 청소년버스 활동 평가회
해변아웃리치 운영 해변아웃리치 십대기획단(해십단) 모집,  
해십단의 해변아웃리치 기획·운영(청소년인권교육, 가출  
십대 발굴,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교육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활동 평가)
20대 서포터즈 바이러스 10대 시절 EXIT와 인연을 맺었던 20대  
청년들이 현재 EXIT를 이용하는 거리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자치조직으로 노동절 알바데이 연대활동, 
SoGrow 프로포절 발표, 청소년 인권증진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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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마일 Allkidsmile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의한 불공평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하는 사업

142
요술램프 소원성취 

아동 수

72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수

7
자몽 프로젝트 
지원 기관 수

사업 소개

행복한 미소

아이들에게 웃음 가득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는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 
에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아이들은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과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사업은 「홍문자 기금」으로 진행되며, 2014년에는 107명의  
후원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상반기 698명의 사연 중 86명 선정(동행인 포함 486명 지원)
하반기 400명의 사연 중 56명 선정(동행인 포함 266명 지원)

건강한 실무자, 건강한 돌봄 Caring for Carer

Caring for Carer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들의 치료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진행했으며 30명에게 치료비 50만원
을, 42명에게 건강검진비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본인의 몸은 뒷전이었던 실무자들이 Caring for 
Carer를 시작으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본 사업은 「노재원·조재선 추모기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우(가명)의 요술램프 일기
“보물 1호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패밀리레스토랑 빕스에 갔다. 
나, 엄마, 아빠, 동생, 누나 이렇게 다섯 명 
이 함께 갔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은  
스테이크의 맛은 예상대로 부드럽고 담백 
했다. 우리는 샐러드바에 있는 많은 음식 
도 먹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 초코릿 시럽 
을 넣은 와플이 가장 맛있었다. 가족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5월 23일은 두산과 한화가 하는 
야구경기를 보러 갔다. 처음엔 두산이 5:3 
으로 지고 있었는데 오재원 선수가 홈런을  
날리고 몇몇 선수들의 활약으로 11:5로  
역전을 했다. 아빠와 내가 응원하는 두산
이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스테이크 
도 먹고, 야구 경기도 보고 꿈꾸던 것이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
다. 선물 받은 야구 모자와 야구 티셔츠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 1호가 되었다. 얼굴
도 성함도 모르는 분이지만 만나보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설레는 만남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몽(自夢)’은 ‘자립을 꿈꾸다’라는 의미를 가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위기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연구한 끝에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인권 
교육센터 ‘들’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여 실무자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지난 12월에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으로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들과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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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듯한 열매

ISME 엘시스테마 세션에 참가했습니다

ISME(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31st 국제학술대회 엘시스테마(El Sistema)  
세션에서 2012년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엘시스테마  
관련 연구 및 사업도 공유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낸 성과뿐  
아니라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복지학회에서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추계 아동복지학회에서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동복지학회 교수님들
이 지역아동센터의 10년을 되돌아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민간기관의  
협력사례로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1부 개회식에서 올키즈스트라 앙상블팀이 무대에  
올라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의 모든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설연구소

9
전문가·사업참여자 

포커스 그룹 수

2
국내외 컨퍼런스 

발표 횟수

614
설문 참여 
아동 수

사업 소개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3년~2014년에 걸쳐 18개월 동안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평가를 담은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보고서’
를 2015년 2월 발간했습니다. 2013년 3월 사전설문, 2014년 5월 사후설문을 진행해 변화를 측정 
했습니다.

음악학습사업 성공요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음악사업에 참여한 지휘자, 음악강사뿐 아니라 유사단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의 성공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했습니다. 학습부진아동 지도의  
성공요인 또한 함께걷는아이들 강사, 경기도교육청 강사, 학교 교사 등으로 꾸려진 전문가 그룹에서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본 연구가 함께걷는아이들과 같은 뜻을 가진 
여러 단체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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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트라 올키즈스터디 EXIT

올키즈스터디
2014년 기관 협약식

올키즈스터디
제2회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과정 
(매주 화요일)

EXIT
청소년운영위원회 
2기 위촉식

올키즈스트라
관악 꿈나무반  
시행

올키즈스마일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진행 

(상반기)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발표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아동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하 공연

모금홍보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5,100개 나눔

올키즈스마일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진행 

(하반기)

올키즈스터디
제1회 창작동시대회 
‘시작(詩作,start)’  
시상식 및 시화전

올키즈스터디
제3회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과정 
(매주 목요일)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진행

올키즈스마일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 기관 공모

올키즈스트라
제6회 상위관악단  
정기연주회 ‘선물’

EXIT
송년파티  

‘너와 EXIT의 연결고리’

EXIT
신림지역  

버스운행 시작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국립중앙박물관 문화향연  
청소년 예술무대 공연

올키즈스트라
금산추부관악단 출범 
(사업비 전달식, 현판식)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ISME 31st Conference 
올키즈스트라 사업  
성과 발표

EXIT
해변아웃리치  
‘클라스가 다른  

불타는 버스에 드루와’

모금홍보
크라우드 펀딩 진행 

‘소외된 아이들에게 요술 
램프 지니가 되어주세요’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음악교육 지원사업 시행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음악캠프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제주국제관악제,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참가

올키즈스트라
관악 꿈나무반  
음악캠프

1.20
2.4 

~ 
2.18

3.13 4.5
5.1 

~ 
6.30

10.31 10.31 10.29
10.27 

~ 
12.27

10.9

6.6 6.21 6.24 7.25
7.28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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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관악단 합주 연습 
주 1회(매주 토요일)

함께교사 보수교육 월 1회(마지막 주 화요일)  
함께교사 조별연구회 월 1회

매주 목요일  
안산 중앙역(20시~01시)
매주 금요일  
신림역(20시~02시)

함께 걸어온 희망 캘린더

9.20 
~ 

10.18
9.1

8.13 
~ 

8.15
8.10 

~ 
8.12

7.31 
~ 

8.1

11.6 
~ 

11.20
11.28 

~ 
12.31

12.8 
~ 

12.31
12.19 12.19

18 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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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5(당)기 제4(전)기

자 
산

유동자산 1,749,265,133 1,307,924,392
- 당좌자산 1,749,265,133 1,307,924,392
· 보통예금 243,528,028 297,6 4 1 ,864

· 정기예/적금 1,500,000,000 1,000,000,000

· 선급금 0 3,2 74 ,000

· 선급비용 456,805 594 ,468

· 선납세금 5,280,300 6,4 1 4 ,060

- 재고자산 0 0

비유동자산 83,685,586 603,169,770
- 투자자산 0 0

- 유형자산 83,385,586 102,869,770
· 차량운반구 131,379,500 131 ,379,500

· 감가상각누계액 116,388,950 14,990,550 104,074, 3 1 1 27, 305 , 1 89

· 비품 223,974,520 189,144,520

· 감가상각누계액 155,579,484 68,395 ,036 113,579,939 75,564 , 5 8 1

- 무형자산 0 0

- 기타비유동자산 300,000 500,300,000
· 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 서화 0 500,000,000

자산 총계 1,832,950,719 1,911,094,162

부
채

유동부채 832,950,719 911,094,162
· 미지급금 8 ,783 , 375 8 ,624 ,675

· 예수금 4,492 ,860 3 ,437 ,66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19 , 674 ,484 899,0 3 1 ,827

비유동부채 0 0

부채 총계  832,950,719 91 1,0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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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2,950,719 1,911,094,162

2014년 재무상태표

(단위: 원)

사업비(66.4%)

1,583,346,142원

2014년 지출 보고

재정 보고

사업비
(100%)

사무비(11%)

263,415,473원

재산조성비(1.6%)

39,072,995원

발전기금(21%)

500,000,000원 

올키즈스터디(24.0%)

379,641,980원

올키즈스트라(43.3%)

686,145,161원

모금홍보사업(2.3%)
36,683,677원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6.1%)

96,535,095원

올키즈스마일(8.8%)

139,340,229원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15.5%)

245,000,000원

총계(100%)

2,385,834,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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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141 명
올키즈스터디 3Rs학습지원 참여 아동 73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12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7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141 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이용 청소년 990명(신림)

경기도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161 명
올키즈스터디 3Rs학습지원 참여 아동 103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27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11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815 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이용 청소년 2,389명(안산,부천)

광주광역시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7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6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30 개

인천광역시
올키즈스터디 3Rs학습지원 참여 아동 6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7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3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260 개

경상남도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97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25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2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414 개

강원도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39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4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6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50 개

경상북도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9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9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1,291 개

충청남도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89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6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1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390 개

대구광역시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1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6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130 개

충청북도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68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4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2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549 개

부산광역시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6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2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100 개

대전광역시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17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3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3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100 개

울산광역시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10 개

전라남도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24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15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7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530 개

제주도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62 명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3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5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130 개

전라북도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참여 아동 13 명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지원 실무자 2 명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160 개

Walking With Us Foundation 2014 Annual Report

함께걷는아이들 활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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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3 12 7 141

161 103 27 11 815

68 4 2 549

89 6 1 390

97 25 2 414

39 4 6 50

17 3 3 100

24 15 7 530

1 6 130

6 2 100

13 2 160

7 6 30

9 9

10

990

2,389

1,291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도

6 7 3 260

62 3 5 130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올키즈스터디 
3Rs학습지원

올키즈스마일  
요술램프

올키즈스마일  
Caring for Carer

올키즈기프트  
오카리나 나눔

EXIT 버스
이용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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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함께걷는아이들 나눔 참여 방법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23회(2014.11.10), 634회(2014.12.22)
김해지역 6개 지역아동센터 연합으로 만들어진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과  

동의대 음악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관현악 동아리 훈민정음팀이 ‘Dream With’  

프로젝트로 만나서 7개월간 함께한 음악여행

KBS 2TV 생생정보통 ‘따뜻한 성탄, 천사들의 합주’(2014.12.23)
12월 19일에 열린 제6회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정기연주회 ‘선물’의 준비  

모습과 감동적인 무대, 그리고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영상 선물!

MBN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정기연주회 개최 … 
“모든 아이들의 희망 연주”(2014.12.22)
제6회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정기연주회 ‘선물’ 뉴스 보도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 지난 19일 광림아트센터에서 제6회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 

를 개최했습니다. (중략) 이번 공연은 뮤지컬 배우 카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대 영웅의 전설’ 등 8개의 곡으로 구성해 감동적인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한국일보 “학습부진, 조기에 잡아라” 초등학생 저학년이 
‘골든타임’(2014.08.28)
함께걷는아이들이 2012년 전국 초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습부진 지도사업 ‘올키즈스터디’ 결과에 따르면 3학년 이하의 저학년이 4학년  

이상의 고학년 보다 성적 상승 효과가 컸다. (중략) 함께걷는아이들 관계자는  

“특히 1~2학년의 경우 한글과 숫자를 모르던 아이가 두세달 만에 개념을 이해하는 

등 단기적 효과가 눈에 띈 반면, 고학년의 성장세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아이들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6:公교육이 놓친 아이들 …  
꿈 키울 권리를 許하라(2014.12.08)
동호가 다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함께걷는아이들’에 도움을 청하면서  

박 교사와 동호의 만남이 시작됐다. (중략) 박 교사는 ‘듣기’에 중점을 뒀다. 동호는 

말이 많았다. 방과후 외로운 시간들, 부모에 대한 원망, 학교 다니기 싫다는 얘기 

까지 속내를 털어놨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동호는 조금씩 변했다.

EBS 오후N음악, 김주원입니다(2014.11.20)
함께걷는아이들 홍보대사인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소개하고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2014.12.11)
홍보대사 김주원 씨가 전화인터뷰로 함께걷는아이들과 올키즈스트라 정기 

연주회 소개

정기 후원

기금 조성

물품 기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농사나 지어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던 효정이. 농부의 아들 효정이는 함께걷는아이들과 만나 음악을 배우며 큰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음대에 진학한 효정이의 바람은 예전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효정이처럼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걷는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문화소외아동 지원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음악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학습부진아동 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상관없이 잠재능력 발휘하도록 1:1 학습 지원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긴급구조·청소년 주체성 확립·안정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함께걷는아이들은 올키즈스트라의 ‘전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가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음악전공생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해주세요.

올키즈스트라 「전공지원」프로그램
음악적인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올키즈스트라 친구들에게 연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올키즈기프트(Allkidsgift), 악기기부 캠페인

- 취약계층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기부받은 악기를 지원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중고악기를 기부하시면 귀하게 쓰여집니다.
-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악기기부도 가능합니다.

후원 안내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301-695567(예금주: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후원 문의
함께걷는아이들 모금홍보팀 
전화: 02-522-7935 이메일: together7935@hanmail.net
정기후원은 홈페이지(www.withu.or.kr) ‘후원’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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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개인 기부자(175명)
강선형 강주연 강혁 고상요 권미혁 권혜민 김규형 김상현 김서인 김선규 김선혜 김성현 김성혜 김순응 김신원 김연 김연준  
김영미 김영석 김영소 김영자 김예찬 김윤희 김은희 김이정 김자영 김재영 김재현 김정선 김정애 김정태 김종윤 김주원 김지연  
김진형 김창숙 김태곤 김학태 김지현 김현아 김현주 김형규 김혜영 나수애 나혜경 남인순 노근창 노민정 노세호 노윤정 목갑수  
목정수 문경민 민경현 박간 박나래 박민호 박석준 박선아 박양진 박용주 박종민 박진숙 박희찬 배명례 변미혜 서덕자 서동우  
석동균 손주영 송대섭 신민경 신현숙 안유선 안율 안홍택 오솔 오숙희 오순옥 오창선 유경재 유양모 유용균 유원선 유정임  
유지선 윤대연 윤현선 윤희진 이경자 이명희 이민영 이선희 이수진 이영렬 이영숙 이원재 이윤정 이은정 이응수 이인영 이정은  
이조앤 이조영 이주영 이현진 이혜령 임순영 임영희 임정기 장용석 장효진 전성윤 전지선 전현경 전현주 정민영 정영태 정일룡  
정일우 정진경 정해관 조경래 조용현 조종래 조혜연 주형준 주희정 차기환 차홍기 최구슬 최동인 최양삼 최우혁 최은정 최주혁  
최현서 한명섭 한수자 한지희 홍기범 홍기원 홍기창 홍석재 홍석주 홍선희 홍성필 홍원표 홍정원 황지원 후즈다나즈코 
50만원 이상 김재우 김현수 노승우 노정호 백승진 여하정 이강배 이강욱 이경림 이기흥 이석범 정성이 정호진 조순실 조승래  
조양래 조철래 조현진 조희경 주조양 홍기태 홍란희 홍명자 홍헌호

2014 기업 및 단체 기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비채아이들, 카이팬클럽, 한국여성단체연합

50만원 이상 ㈜갤러리바톤, ㈜한국티알에스, ㈜현일코프레이션, 신성일렉트로㈜, 한국타이어㈜

2014 기금 조성
제1호 음악전공생 장학기금 권도희·상미현·유금미님 후원으로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에서 
퍼커션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전공지원금으로 사용
제2호 음악전공생 장학기금 김미영·한숙현님 후원으로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에서 활동하는 학생의 전공지원금으로 사용
노재원·조재선 추모기금 노윤정·노정호·노민정님 후원으로 2014년 아동복지시설 실무자를 지원하는 ‘Caring for Carer’,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에서 색소폰 전공 준비하는 학생의 전공지원금으로 사용
홍문자 기금 홍문자님 후원으로 2014 올키즈스마일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에 사용
김호겸 추모기금 홍문자님의 후원으로 음악전공을 준비하는 올키즈스트라 단원 4명의 지원금으로 사용

2014 올키즈기프트 참여자
박예슬(플루트 1개), 유지현(피아노 1개), 조성호(기타 1개), 주은선(플루트 1개), 최선주(바이올린 2개), 
낙원상가&아몬드(트럼펫 1개), 밴드 소란(기타 10개), BLAQSSONG&Seungho Chile(전자피아노 1개), 
천광산업㈜ 조철현(오카리나 5,100개)

2014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지원 프로젝트 (참여 60명, 모금액 6,741,500원)
㈜에프에스코프(이철호) 고기교회 남선교회 사단법인한무리사랑나눔회 강은옥 권혜민 김나희 김미영 김은희 김정화 김종현  
김중호 김지홍 김태호 김화정 나정혜 노민정 노세호 노승우 노윤정 노정호 박미숙 박봉희 박상경 박상진 박소영 박수경 박은영  
박종인 서미연 서호원 송대섭 송수강 송재화 안재영 오상수 유의선 유혜정 윤미자 이가진 이강욱 이경림 이덕주 이미희 이수진  
이영렬 이은정 이조영 이현진 이후엽 전서영 정재근 정진경 조윤희 조인래 조정숙 조현식 주조양 하정은 홍기원 홍서희
소외된 아이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지니가 되어 주세요. (참여 107명, 모금액 5,179,000원)
강순희 강혁 고미경 기우호 김경민 김경윤 김나희 김미영 김미정 김민아 김보준 김선혜 김성준 김신아 김영훈 김옥선 김유나  
김인영 김정선 김정애 김종현 김주연 김찬연 김현경 김현욱 김현주 김화정 김희훈 나승연 남기창 노상희 노세진 노승우 문화진  
박간 박상희 박선아 백현정 서호원 석주성 성시은 시온이 신섭구 신유선 신지현 양성복 유다현 유원선 유의선 윤대연 윤형덕  
음은녀 이경림 이루진 이민영 이복음 이선미 이선영 이성수 이성원 이신석 이영훈 이의령 이인영 이정하 이조영 이주일 이지연  
이태웅 이하나 이현직 이현진 임정기 장기혁 장선아 장세희 장유현 전성윤 전소영 정미옥 정영태 정의석 조승희 조찬희 조희경  
주조양 차연지 차형석 최문정 최선규 최한샘 최호진 최효재 태영철 하헌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나래 한명섭 허효성 홍기원  
홍기태 홍서희 홍아람 홍정원 홍지혜 황세원 황수정

홍보대사
김주원(발레리나), 신구(배우), 이서진(배우)

올키즈스트라 멘토
유형직(KBS교향악단 단원), 이명희(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윤식(성남윈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김이정(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김은경(한국아동음악발달연구소 공동소장), 류정아(한국아동음악발달연구소 공동소장), 정호진(Ed.D.Ct 
candidate of Music and Music Education), 조인래(랄라고고 대표)

2014 올키즈튜터
노명지(이화여자대학교 건반악기과), 손재희(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 심예림(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송화(이화여자
대학교 건반악기과), 전정혜(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 조예슬(이화여자대학교 건반악기과), 홍성령(이화여자대학교 건반악기과)

2014 특별후원
노정호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정은영 단원 음악캠프비 지원 / 우리은행동역삼동지점 올키즈스터디 동시대회 참여  
아동 선물, 크레파스 200개 후원 / 한국타이어㈜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및 관악 꿈나무반 레슨 및 합주 장소 후원, 올키즈
스트라 금산추부관악단 지원 / 홍기원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사업비 후원

함께하는사람들
이사장 조순실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 / 이사·감사 이경림(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이사), 한명섭(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조희경(前 Fairleigh Dickinson Univ, 경영학과 교수), 임정기

(용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이은정(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종훈(회계사,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이민영(고려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자문 이기흥(서울예술대학 이사장), 박주현(변호사), 유전식(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권미혁(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사무국 유원선, 이현진, 김현주, 김선혜, 이선미,  
김나희, 오솔, 전서영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조희경, 유원선, 조수민

후원자 명단

희망을 선물해준 당신,
고맙습니다



137-97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801호  Tel. 02-522-7935  Fax. 02-522-7930 
www.withu.or.kr  www.facebook.com/WalkingWithUs   walkingwithus.tistory.com

d
esig
n by w

w
w
.lalagogo

.co.kr

Walking With Us 
Foundation 
2014 
Annual Report
함께걷는아이들 2014년 연차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