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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혼자 뛰는 어른들 세상’에서
‘함께 걷는 아이들 세상’으로
함께걷는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기회로 차별 받는 아이들.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다른 출발선 앞에 놓인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함께걷는아이들은 한 아이의 내면적인 성장부터 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복지를 지원하며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가까워질 기회가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물하는 올키즈스트라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한 올키즈스터디
청소년이 겪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 1대1 지도를 통해 학업 진도를 따라가는 일, 거리에서 방황해도 괜찮다고
안아주는 일은 아이들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걷는아이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혼자 뛰는 어른들 세상을, 함께 걷는 아이들 세상으로 변화시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져
나가려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능성을 인정받고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걷는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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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7

‘베토벤바이러스를 찾아라’ 음악 프로그램 실시

성실공익법인 지정

‘우리생애 최고의 열공’ 교육 프로그램 실시

올키즈스터디 예비중학생을 위한 초등교과 학습지원사업 ‘The 탄탄’ 시범 운영
청년 금융지원사업 ‘청빛’ 시범 운영
올키즈봉사단, 함께기자단 출범

2010

2016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법인 설립
문화예술프로그램 ‘올키즈스트라(Allkidstra)’ 시행
교육프로그램 ‘올키즈스터디(Allkidstudy)’ 시행

‘우리들의 낙원상가’와 올키즈기프트 업무제휴협약 체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연대활동 참여

2011

올키즈스트라 오니관악단 창단

청소년복지사업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시행

2015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밥상’ 진행
아동 그룹홈 긴급구호사업 진행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창단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시행

2012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3Rs(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지원 시행

후원의 밤 ‘맛있는 함걷아, 후원의 맛’ 개최
기초학력 향상 국회 토론회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개최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제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감사패 수령

보건복지부 주최 ‘2015년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식’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조금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지원사업 진행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개소

2014
올키즈스트라 ‘관악 꿈나무반’ 시행

2013
음악전공생 지원사업 시행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시행
‘악기나눔캠페인 올키즈기프트(Allkidsgift)’ 시행

올키즈스트라 음악전공생 장학기금 조성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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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헌(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류정아(한국아동음악발달 연구소 소장)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은정(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희경(前 Fairleigh Dickinson Univ. 경영학과 교수)

감사
모든 아이들이 신나는 올키즈스트라

윤선남(진일회계법인 회계사)

후원 동그라미파트너스, 메르세데스벤츠·아이들과미래,

이민영(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원선 사무국장 김현주 팀장 이현진 팀장
이선미 선임간사 김나희 간사 박희은 간사 오솔 간사 황다은 간사

㈜에르타알레엔터테인먼트·JTBC 팬텀싱어, 자생의료재단,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

사무국

우리들의 낙원상가, SM엔터테인먼트

박지수 인턴 양효진 인턴 서재교 소장

아이들에게 악기를 선물하는 올키즈기프트
파트너 우리들의 낙원상가
후원 아모레퍼시픽(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우리들의 낙원상가
김윤식(성남윈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기초학습 지도 올키즈스터디

김지환(KBS교향악단 단원)
서지혜(인컬쳐컨설팅 대표)
유형직(KBS교향악단 단원)
이명희(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정호진(Columbia Univ. 음악교육 박사)

슈퍼바이저 조소영, 홍영숙, 박은희, 이훈주

올키즈스트라
멘토

후원 조양래, 김경욱

청소년의 자립을 꿈꾸는 자몽
파트너 인권교육센터 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파트너 들꽃청소년세상
후원 현대자동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SM엔터테인먼트
이기흥(서울예술대 이사장) 박주현(국회의원) 권미혁(국회의원)
홍헌호(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이선철(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자문

네트워크 활동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조인래(랄라고고 대표) 안정권(알트랩 코파운더)

힘이 되어준 사람들
우리은행동역삼동금융센터 임직원 자원봉사단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행정지원 박소진, 유지민, 이주혁, 최주희
김주원(발레리나) 김용신(아나운서) 신구(배우)

홍보대사

사진 촬영 한국사진봉사단
올키즈봉사단 강도연, 김성근, 김의연, 박성아, 유지민, 이광민, 이주혁, 이해택, 최승연, 최주희
함께기자단 공보빈, 구준선, 권지민, 김승화, 김의연, 박사무엘, 유승원, 최하영, 황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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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트라

사업 소개 - 문화예술

‘모든(All) 아이들의(Kids)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음악교육을 제공합니다.

올키즈스트라는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과 예체능 공교육의 축소로 인해 많은 비용이 요구
되는 예술 활동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 경쟁하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행복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키즈스트라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행복을 경험하고, 관악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조화로운 삶을 배웁니다. 이 특별한 경험으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노력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생각
이 바뀌고 대화가 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개선됐습니다. 행복한 연쇄 반응
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 음악 선생님과 부모님의
관심, 몰입에서 느끼는 예술적 희열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올키즈스트라는 모든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올키즈스트라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예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악기, 음악기초이론교육, 그룹레슨 및 합주,
관악단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네트워크와 후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합니다. 각 지역의 자립관악단을 지원해 올키즈스트라의 가치가 지역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

83

447

11

151

관악단
연주 활동

관악단
참여 아동

참여
관악단

스마일올키즈업
참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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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트라

2009~2017년 누적

235

138

음악 강사

참여 기관

320

3,228

연주 활동

참여 아동

57
관악단

24
지원 지역
시·군·구 기준

직영관악단·지역관악단·자립관악단·
빅밴드·미니오케스트라·
관악앙상블 포함

1,635
지원 악기

9,576
레슨 및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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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트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아동·청소년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

아이들에게 건강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켜보면서 애들 아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지나치게 과한 사랑과 구속

올키즈스트라를 통해 음악을 경험한 아이

때문에 갈등이 심했었지만, 이제는 아빠가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이가

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존감,

아주 좋아졌어요.” - 2013~2014 올키즈스트라 성과보고서 중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친구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또한, 인지능력을 구성하는

“제가 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어서 아이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는데,

요소인 동작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이가 올키즈스트라 활동을 하고 정기연주회에 참여한 뒤부터 저에게 먼저 다가

이는 올키즈스트라에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오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것이 아이들의 결과 예측 능력과 시각(악보)-

꾸짖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 2013~2014 올키즈스트라 성과보고서 중에서

운동(연주) 간 협응능력, 지각적 조직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쉬는 날마다 컴퓨터를 붙잡고 게임에 빠져 있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
기만 하던 아이가 올키즈스트라에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게
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잔소리

올키즈스트라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평균 비교
(5점 만점)

한 아동은 피치 못할 집안 사정으로 동생은 삼촌과, 본인은 조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늘 어두운 표정으로 말없이 지내더니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이 친구는 믿는다’고 칭찬할 만큼

3.36

3.35

3.25

3.38

3.37

성실했고, 해마다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놈의 악기 배워서 뭐 할 거냐?”며 싸늘하게 바라보던 조부모님도 정기연주회를

3.21

직접 보신 후에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악기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잘

3.17

3.1
3.0

- 올키즈스트라 결과보고 사례 중에서

3.44

3.38

3.4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음악비참여집단

3.53

3.53

3.5

3.2

음악참여집단

3.62

3.6

3.3

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대견해서 칭찬해

하는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주 계속 가르쳐주세요!” 아이는 이제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즐겁
사전

사후

사전

자존감

미래 기대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인지능력 평가 결과

사전

사후

게 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7 올키즈스트라 이해관계자 인터뷰 중에서

친구 관계

2016년 가족 만족도 조사
(5점 만점)

101.98

100

사후

9개 지역 247명 참여 -

98

은평, 안양·군포, 김해,

96

청주, 부천, 아산, 창원,
동해, 금산·추부

94
92
90

5.0

4.33

4.17

사업인지도 관심

사업참여 이후 변화

4.66

4.33

4.0

3.0

2.0

1.0

93.84
사전

사후

인지능력(동작성)

사업 만족도

전체 만족도

16 미래의 자리

문화예술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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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트라

음악강사 해외연수 2.2~2.5

지역관악단, 관악앙상블 간담회 1.24, 3.16, 8.21

제2회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 4.1

올키즈스트라 김해 강사 10인이 일본 오사카로 해외강사

각 지역관악단 운영 주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사업 방향

모든 아이들이 신나는 ‘제2회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 전국 올키즈스트라 중 5개 지역(아산, 창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올키즈스트라 전체 강사진을 대상으로

성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올키즈스트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

금산·추부, 동해, 부천) 아이들과 상위관악단, 오니관악단의 콜라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총 6개 팀이

진행한 연수 공모에서 올키즈스트라 김해가 선정되어 관악으

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관악단별로 목표한 부분들을 점검하며,

클래식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 유명한 일본의 학교 밴드부를 탐방했습니다. 기초의 중요

관악단의 건강한 성장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성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총 3번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월

1월
관악앙상블 사업설명회 및

4월

3월

5월

정기연주회(은평) 3.2

제2회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

음악강사 해외연수(김해) 2.2~2.5

지역관악단 간담회 3.16

개최 4.1

정기연주회(청주) 2.21

정기연주회(안양·군포) 3.31

6월

정기연주회 청감회(안양·군포) 5.15

연습실 개소(김해) 6.3

학부모 사업설명회(상위) 5.20

음악강사교육 진행 6.10

정기연주회(김해) 2.25

간담회 개최 1.24

12월

11월

정기연주회(창원) 12.2

7월
10 월

8월

9월

스마일올키즈업 사업설명회 7.19
여름음악집중캠프(상위) 7.31~8.2

정기연주회(동해) 12.7
정기연주회(오니) 12.9

정기연주회(상위) 11.17

제2회 상밴 어워즈 및 고3 졸업식(상위) 12.16

정기연주회(금산·추부) 11.28

정기연주회(아산) 12.26

정기연주회(부천) 11.28

한강거리페스티벌 연주(상위) 8.5
음악강사교육 진행 10.19~10.20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라이나 전성기재단 ‘Let’s play your dream 꿈의 무대’

개막공연 반다 연주(상위) 9.17

연주(오니) 8.8
지역관악단 간담회 8.21

정기연주회 2~3월, 11~12월

음악강사교육 6.10, 10.19~10.20

상위관악단 연주 및 행사 8.5, 9.17, 12.2, 12.16

음악집중캠프 7~8월

올키즈스트라의 꽃, 정기연주회는 지역별로 매년 1회씩 개최합니

함께걷는아이들은 매년 올키즈스트라에 참여하는 음악강사

레슨, 합주 외에도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연주

무더웠던 여름, 올키즈스트라는 음악캠프로 열정

다. 청주, 김해, 은평, 안양·군포, 금산·추부, 부천, 창원, 아산

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전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한 한강거리페스티벌,

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각 관악단은 실력 향상이

8개의 지역관악단과 관악앙상블을 포함해 상위관악단, 오니

음악강사 50여 명이 평화교육프로젝트에 참여해 대화하고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SICOF)에 금관 파트 아이들의

라는 목표 아래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하며

관악단까지 총 10개 관악단의 정기연주회가 모두 성황리에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휘자와 부지휘자

반다(BANDA) 연주 참여 등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기연주회 이후

레슨, 합주 연습에 몰입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2인씩 참여하는 소그룹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뇌과학을

연주회 영상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청감회’와 파트별 앙상블 연주, 시상

특별히 상위관악단 아이들은 리조트 투숙객을 대

응용해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나의 교수법에 대해 점검하는

등 활동을 마무리하는 ‘상밴 어워즈’, 고3 선배들을 위한 졸업식까지 다채로

상으로 미니음악회를 개최해 100명의 관객과 함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 행사로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관악단 활동에 즐거움을 더한 한 해를

께 음악을 즐기며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보냈습니다.

18 미래의 자리

사업 소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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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터디

사업 소개 - 교육

올키즈스터디(Allkidstudy)는 잠재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회가 부족해 기초
학습이 부진한 아동에게 1대1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지도합니다.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습니다.
출발단계에서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2012년부터 초등 학습부진 아동에게 3Rs(읽기, 쓰기, 셈하기)
개별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가지도록 동기부여프로그램도 진행
했습니다. 창작동시대회는 상과 거리가 멀었던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동시로 상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꾸준한 교육과 연구 활동으로 지도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158명의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매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소그룹별로 진행
되는 교사연구회는 학습 주제별 지도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며, 1대1 맞춤형 지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올키즈스터디는 성적에 상관없이 참교육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올키즈스터디는 기초학습 지도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5
년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기초학습 부진아동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정부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재는 개별화교육과정으로 아동별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교수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

202

34

19,932

27

올키즈스터디
참여 아동

올키즈스터디
참여 기관

아동 학습
시간

교사 교육 및
연구 활동 시간(1인)

20 미래의 자리

교육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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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스터디

2012~2017년 누적

777
동기부여 프로그램

1,050
참여 아동

114,300

333.5

아동 학습 시간

교사 교육·연구 활동 시간

158

97

참여 교사

참여 기관

496
창착동시대회 작품
(3회 진행)

(1인당)

9,910
지원 교재

22 미래의 자리

교육

사업 소개

기초학습 부진 탈피

개별화교육과정

기초학습 진단평가를 통해 16개월 동안의 성적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올키즈스터디 수업을 하기 전보다

개인차와 특성을 고려해 각 아동

국어(읽기, 쓰기)와 수학이 평균 30점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2017년 학년기준 1~4학년의 경우 국어

에게 적합한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36점, 수학 41점이 향상되었고, 5~6학년은 국어 27점, 수학35점이 향상되었습니다.

개별 활동과 경험을 계획하는 교육

과목별 기초학습 탈피율을 살펴보니 국어(1~2학년) 17명 30%, 읽기(3~6학년) 66명 67%, 쓰기(3~6

방법입니다.

학년) 73명 74%, 수학(전학년) 121명 73%로 나타났습니다. 총166명 중 71명의 아동이 모든 과목의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학습결손이 누적된 아동에

기준점수를 달성하여 기초학습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게는 부진한 영역을 정확히 찾아 단계적으로 기초학습

90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0.48
68.12

70

65.37

기초학습을 완성해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1:1로 참여하는 올키즈스터디는 ‘기초학습’이라는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3단계

54.26

38.88

32.26

‘(초기)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중간) 실행 및 점검 → (후기) 피드백’의 개별적 접근을 준비합니다.

41.88

39.29

사전

30
20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키즈스터디 교육모델인 ‘개별화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탄탄하게

66.00

50
40

또한 학습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아동의 특성에 따라 학습속도, 학습방법, 학습량을 조정

76.00

80

60

2017 함께 걸어온 희망 보고서 23

올키즈스터디

중간
국어 평균

수학 평균

국어 평균

1~4학년

수학 평균

5~6학년

자존감, 과목 호감도 상승
올키즈스터디 수업에 1년 동안 참여한 아동의 설문 결과 자존감 영역에서 사전점수, 사후점수 대비 통계적

사후

01

02

03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실행 및 점검

피드백

사전진단평가 및 관찰

개별화교육 계획에 따른

개별화교육 계획 평가

(학습·행동·흥미·정서 등)을 통한

1:1 맞춤지도 /

(사후 진단평가 및 과정평가) /

현행수준 파악 /

지도교사 과정평가(월별) /

교과학습지도 및

장단기 학습목표와 전략 수립

슈퍼바이저 과정평가

향후 교육 전략 수립

(반기별, 총 2회)

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어과목에 대한 인식과 흥미 영역도 상승했습니다.

3.30
3.3

3.16

3.2
3.1
3.0
2.9
2.8
2.7

3.00
2.78
사전

사후

자존감

사전

사후

국어 호감

Q. 개별화교육과정이 아동지도에 도움이 되었나요?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변화를 직접 알 수 있었어요.”
“진단평가를 통해 학습이 결여된 부분을 찾아 계획을 세우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맞춤 피드백을

기초학습 부진을 벗어나 학습 상태 유지

할 수 있었어요.”
“머리 속으로만 생각했던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어요.”

올키즈스터디 기초학습 지도를 경험한 아이들 중 수업을 마친 15명에 대해 1년 후 학습 현황을 점검해보고

“아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계획을 세움으로써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수업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아동이 지도 받은 기초학습 내용에서 다시 후퇴
하지 않고 학습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들은 모두 센터 내에서 그룹지도 혹은 혼자 문제풀이를

2017 교사활동보고회에서 개별화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97%가 긍정

하며 학교공부 외 추가적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과를 따라가는 아동은 15명 중 6명, 교과가 불안한

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동은 4명, 부진한 아동은 5명에 해당되어 40%정도의 아동이 교과학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4 미래의 자리

교육

사업 소개

올키즈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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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14~2.15

2.28

3.28

4.22

교사연구회

올키즈스터디 기관간담회

교사연구회

교사연구회

제3회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시작(詩作)’

아동에게 오류가 자주 나타

총 34곳의 기관 담당자와 함께 이틀간

올키즈스터디 참여 아이들이 ‘꿈, 지구, 초능력’의 시어로

나는 주제를 선정해 효과

3팀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생각과 감성을 녹여낸 멋진 시를 출품했습니다.

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아동의 개별화교육과정 사례를 공유하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방법을 익히고 실제 적용

고 기관별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품이 수록된 시화집과 상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한 사례를 동료교사와 나누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며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올키즈스터디 상반기를

슈퍼바이저가 6개의 소그룹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

연구회를 지원하며, 오류지도 외에도

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지와 1~3학년 교과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6.27

6.9

5.30

교사연구회

The 탄탄 교사 교육
(개별화 계획 수립)

교사연구회

7.6
161명 참여아동의 초기 개별화교육 계획에 따른 8개월(중간시점)간의 학습

4.27~4.28

현황 및 성취정도를 평가해 이후 교육계획을 점검하고 공유했습니다.

The 탄탄 교사 기초교육

지도교사의 월별 과정 평가와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161명 중 80%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7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틀간의

아동이 단기목표를 성취해 이후 8개월간의 학습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초교육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

개별화교육과정 중간 평가회

11.28
교사 교육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놀이’를 주제로 11월

11.10

10.31

The 탄탄 교사 교육

교사 교육

까지 진행하는 올키즈스터디 The 탄탄으로 초등학교

10.13
The 탄탄 개별화교육과정

7.7
The 탄탄 교사 교육

기초학습(읽기, 쓰기, 셈하기) 부진

7.25

해소를 위한 지도법과 학습놀이 사례를 접하

교사연구회

교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며,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간 평가회

9.26
교사활동보고회
올키즈스터디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여

12.8
The 탄탄 교사 교육

그 동안 진행한 연구성과(기초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읽기, 쓰기 오류지도)를 공유했습니다.
전체 교사가 올키즈스터디와 함께한 1,152개월의 시간 동안
쌓인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해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8.11
The 탄탄 교사 교육

9.8
The 탄탄 교사 교육

6학년 아동이 초등 교육과정을 더욱 탄탄하게 쌓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학습부터 교과학습까지의 맞춤형 지도를 위해
학습 부진에 대한 이해, 국어(읽기, 쓰기), 수학 지도의
실제, 아동 인권교육 등의 내용으로 앞으로 있을 10개
월 동안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26 미래의 자리

사업 소개

청소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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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사업 소개 - 청소년 복지

EXIT 버스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 상황에 함께 대처하고, 당당하게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이하 EXIT)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버스는 매주 1~2회 지정된 장소에 정거해 청소년을 만났
습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버스에 방문해 따뜻한 밥과 간식, 상담, 의약품 등
긴급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EXIT는 청소년들과 함께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청소년의 인권
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EXIT는 청소년이 당당한 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활동합니다.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EXIT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해변 아웃리치(거리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 청소년 강사 활동, 세월호 참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416 기억과 행동 청소년 실천단’ 등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 받고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EXIT는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인권법(청소년 참정권, 어린이·청소년
인권법,학생 인권법)제정 캠페인 등 제도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해
근로자의 날 집회, 토론회 등에 참여해 청소년의 목소리로 의견을 전달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여러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

3,774 2,975
EXIT 버스
이용 청소년

아웃리치로 만난
청소년

32

190

청소년을 만난
활동가

네트워크
활동

28 미래의 자리

청소년 복지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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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2011~2017년 누적

23,906
EXIT 버스 이용 청소년

172

101

활동가

별별프로젝트 팀
청소년 180명 참여

83 693 755 1,572
청소년 운영위원 활동

활동가 교육 시간

네트워크 활동

사례관리 청소년

회의·집회·워크숍·연대활동 등

7,462
아웃리치 활동으로 만난 청소년

30 미래의 자리

청소년 복지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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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416 활동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걷는 일이다. 걷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주체적인 청소년으로의 변화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EXIT를 움직이는 힘은 청소년의 주체성입니다. EXIT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회의 중 -

별별프로젝트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무엇이든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프로젝트
여행프로젝트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여행 계획을 세우고 활동가와 1대1로 여행을 떠나는 활동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2014년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 추모 행사 및 집회 참여 등을 기획하고 진행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이 버스 운영 주체가 되어 EXIT 버스 활동 평가, 프로그램 기획 등 청소년 권리 실천
청소년강사단 강사로서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하여 인식 변화 도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연대 활동 민주주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이 아직도 시민, 주권자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거리 서명,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진행

“아이들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우리가 왜 말해야 하

청소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 및 네트워크 조성

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라
고. 하지만 원고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험 이후
아이들의 생각은 달라져 있었어요.

네트워크 조성 주거가 불안정한 청소년과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일시쉼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그래도 해볼래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하고 싶어요.

되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상담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모퉁이쉼터, 물푸레공동체와 함께

부천
2011~2014년 5월

지역사회에 청소년일시쉼터의 필요성 제기하고 개소를 위한 활동 진행

그리고 또 더 많은 이들과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성과 부천시 청소년 일시쉼터 별사탕 개소에 일조

처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큰 그림을 거부하는 반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진 이유는 본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변화가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고 그러다보면 결국 우린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요? 그래서 그들과 계속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조성 지역기반 아웃리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 내 기관, 단체들과 협력

안산
2011~2015년 12월

성과 안산시 청소년쉼터 한신과 들꽃청소년세상에서 아웃리치 활동 시작 및 안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THE드림네트워크 설립에 일조

‘약자는 강하다! 소수의 연대 파이팅!’
“2017년에는 세월호, 성소수자, 장애인, 위안부
이렇게 4가지 주제로 416실천단을 꾸리게 되었습니

네트워크 조성 122봉사단, 남성교회봉사단, 법무법인 동천 NPO법률
자문단,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청소녀건강센터 나는봄의 치과진료,

신림
2014년 6월~현재

관악구교육복지센터와의 연합 활동,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나무 등과 교류
성과 관악구 내 청소년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 형성, ‘관악구학교밖청소년
네트워크’ 설립에 일조

수원
2014년 8월~현재

네트워크 조성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합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하기 위해 노력

다. 소수였던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게 되면서 소수의
연대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각자일 때는 작은 목소리였지
만 연대했을 때 큰 목소리와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
면서 약자는 강하다! 소수의 연대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활동 중 구호를 고민하며 -

- 청소년강사단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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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상시 운영 활동
별별프로젝트 15팀, 청소년 31명 참여
연합아웃리치활동 64회 진행

3월

4~5일
활동가 워크숍

5월

5월

4월

29일

19일

11~16일

활동가 교육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도보여행

(노동인권 상식편)

6월

14~15일
청소년 강사활동
(상명대학교 교육심리학과)

7월

22~23일

7월
23일

활동가 정기교육
청소년 강사활동

7월

28~29일

(EXIT 활동가 대상으로)

활동가 정기교육

9월
11월

12,19,26일

11월
1일

활동가 심화교육

긴급지원 활동

(섹슈얼리티 감수성 교육)

청소년 강사활동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원 저녁 8시~오전 1시(매주 목)
신림 저녁 8시~오전 2시(매주 금)

11월
(4회)

EXIT 평가회

10월
2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 1주년 인권궐기대회 참여

10월

9월
26일

16~17일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1일

연합거리축제
(관악구 학교밖 청소년 축제 ‘Go Now’)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식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활동가 심화교육 섹슈얼리티 감수성 교육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강사단 활동

활동가 정기교육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악구 학교밖청소년네트워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EXIT에서는 성과 관련한 문제(임신, 성폭

5월 19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매달 1회씩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에서

청소년참정권확보, 어린이청

관악구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3년 전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력 등)가 대두되면서, 성폭력을 예방·차

총 7번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운

걷어내고, ‘비청소년 중심적 사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새로

소년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

통과 이후 지역 내 학교밖 청소

실천단 경험으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

단하기 위해 ‘노콘돔 노섹스’를 표어로 콘

영위원회는 청소년이 버스 운영의 주체가

고’의 변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운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입

개정을 통틀어 부르는 촛불청

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7년에

돔 사용법을 교육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술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청소년 권리를

주체적으로 말하는 활동입니

니다. 총 4일간 ‘인권 맛보기’

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촛불

이 모여 지원위원회와 학교밖

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장애인 차별 철폐

적인 방법과 지식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만드는 사업

다. 강사단 활동을 통해 학교

를 주제로 학생 인권, 청소년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관련 논

운동, 성 소수자 혐오 반대 등으로 이슈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활동가 심화

입니다. 평등을 원칙으로 ‘거꾸로 면접’이

에 다니지 않거나 성 소수자라

인권, 성인지 감수성, 노동인

범한 이후 EXIT도 적극 참여

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2017

확장 했습니다. EXIT 버스에서 위안부 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몸에 대한 이해’ 및

라는 방식을 통해 활동 방향을 조정하는 시

는 이유로 상처받았던 기억이

권 등 다양한 인권에 대한 강의

하고 있습니다. 촛불연대에서

년에는 총 11회의 회의와 관악

제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서명을 받았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 되기’라는 두 가지

간도 가졌습니다. 10월 16일부터 17일까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를 진행했습니다. 1박 2일 동

목소리를 내는 일에 청소년들

구 도림천에서 1회의 연합거리

고, 도보 행진으로 사회에 알렸습니다.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이 사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스스

안 핸드폰, 지갑, 담배 없이 가

도 동참했고, 1월 13일에는

축제를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이

실천단 활동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장

몸에 대한 이해 신체와 관련된 편견, 낙인,

회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로 지지하는 힘을 얻습니다.

출을 체험하며 버스 현장에서

EXIT 청소년들이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

애인등급제 차등 폐지’를 이뤄내기도 했습

차별, 규범 등에 대해 짧은 강의를 진행하

이야기하며,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혐오와

강사로 활동하면서 상처가 치

만나는 거리 청소년을 이해하

서 목소리를 내는 학생·청소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니다.

고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가능

유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년인권침해 증언대회에 참여했

12월에는 ‘관악구학교밖청소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체 되기 성은 ‘관계’

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만든 꿈과 삶의 목표를

습니다. 2018년도에는 만 18

년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를 설

갖게 되었습니다.

세 선거권 관련법이 개정되기

립했습니다.

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맺기, 나의 의사
표현하기, 협상하기, 위기 대응하기 등

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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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

사업 소개 - 청소년 복지

다양한 위기를 겪는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자립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가 교육 및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스스로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은 ‘스스로 자립을 꿈꾸다’라는 뜻을 가졌
습니다. 청소년 자립을 돕는 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동으로
청소년 여건과 욕구에 맞는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몽은 청소년을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갑니다. 3년차가 된 자몽에 16개 기관이 참여했고
인턴쉽, 멘토링,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소년 376명의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자몽의 가장 큰 장점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협력해 진행한 실무자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10회, 네트워크 10회, 워크숍 6회
를 진행해 청소년 자립 및 인권에 대한 관점을 배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개별기관을 방문해 사업 진행 사항과 고민을
듣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맞춤형 모니터링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 자립개념, 자립역량 척도, 청소년심리정서지원사업에 대한
연구 및 연구발표회를 마련해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의 여건과 욕구에 맞는
자립을 지원하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2017년 성과

7

129

87

지원 기관

참여 청소년

실무자 교육 및
모니터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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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

211명

2015~2017년 누적

지원 기관 및 참여 청소년 분포도

16

6

지원 기관

104

참여 청소년

1 12

프로젝트
지원 기관

인천

서울
강원도

6

16

경기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1개, 상담 및 멘토링 4개, 인턴쉽 3개,
자립역량강화 5개, 교육 및 활동지원 3개

충청북도
충청남도

29

1

서울 6개 기관 211명
경기 6개 기관 104명

경상북도

인천 1개 기관 12명
광주 1개 기관 10명
경북 1개 기관 29명
부산 1개 기관 10명

대구

전라북도

376

울산

1 10
광주

경상남도

1 10
부산

참여 청소년

전라남도

267
실무자 교육 및 모니터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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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

4월

5월

7~8일

17 일

네트워크모임
숙박교육

3월

2월

‘인권 감수성과 소수성’을 주제로 다양한

4일

16일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 노들장애인야학과 청소년성소

1월

수자위기지원센터 실무자의 특강, 10대

네트워크모임

청소년의 삶을 담은 영화를 통해 인간의

17일

존엄과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갖는 지위에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

2016 자몽 연구발표회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자몽의 두 번째 연구발표회가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라는

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청소년 지원 현장

주제로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에서 살아가는 동료이자 지원군으로서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을 얻었습니다.

참여해 연구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몽 안팎의 자립

6월

지원 현장에서 실무자, 상담자,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

12월
5일

서 정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인터뷰에 응한

13일

이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더욱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6월 교육
최종평가 워크숍

9월

10월

12일

24일

7월

3~4일
중간점검 워크숍

9월 교육

상반기 동안 진행된 각 기관의 자립프로그램 경과를 공유했
습니다. 올해 처음 자몽에 참여한 기관은 마치 전시관의
도슨트처럼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네트워크모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맛본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자몽사업 참여 기관인 늘푸른자립학교가 새로 이사

의 주요 경험도 나눴습니다. 2년차 이상 자몽에

한 관악늘푸른교육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늘푸른

참여하는 기관들은 사업 발전 과정과 노하우를

자립학교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서로의 사업을 통해

기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무실부터

배움의 기쁨을 맛보며 이후 사업 방향을

매점까지 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청소년이 이용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장소를 만들려는 고민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40 우리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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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연구 활동

함께걷는아이들의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부설 연구소입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제시합니다
2012년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를 개소해 함께걷는아이들의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확산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하고 발표하여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 평가 연구와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연구 결과들은 국제음악교육
컨퍼런스(ISME), 한국사회복지학회, 아동복지학회 등에서 공유해 관계자
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 성과

18

2

30

연대 활동

국내외 컨퍼런스
발표

블로그 자료실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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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7년 누적

4.12, 12.5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음악회 및 토론회
함께걷는아이들과 시민단체, 어린이단체 65곳이 뜻을 모아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 결과로 관련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밖에
182,460명의 국민 염원이 담긴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고 12월 5일에는 실질적인 정책 반영과 현황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는 일이 없어지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9.13
NPO국제컨퍼런스 발표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주최한 2017NPO국제컨퍼런스에서 올키즈스트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NPO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영리 조직의 진화’라는 세션

1,400

에서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시작한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10년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에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고민과 실천을 했는지 알리고, 김해관악단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며
공감을 얻었습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다른 NPO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11.10~11.11

연구 보고서 배포

꿈의오케스트라 오픈 포럼 발표

35
연대 모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단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드림오케스트라, 하트하트재단의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의 하모니네이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함께걷는아이들의

10
8

보고서 발간

올키즈스트라 성과평가보고서 3권, 올키즈스터디 성과평가보고서 1권,
올키즈스트라 성공요인 1권, 올키즈스터디 성공요인 1권,
올키즈스트라 비용효과보고서 1권, 주민주도 공동체 1권

올키즈스트라 발표 시간을 가졌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국제컨퍼런스 4회,
국내학회 3회, 포럼 3회

11.14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연구보고회
함께걷는아이들과 인권교육센터 들이 일 년 동안 연구한 ‘청소년과 기본소득’에 대해 권미혁 의원실과
함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원이 갖는 의미
가 무엇인지 청소년, 부모, 보호자, 청소년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청소년’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44 우리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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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

대외협력 활동

악기가 없어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문화소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 받은 악기를 선물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올키즈기프트(Allkidsgift)는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올키즈기프트는 기부 받은 중고 악기와 새 악기를 문화소외 아동과 아동
복지시설에 나눔하는 캠페인입니다. 2013년 첫 발을 내디딘 올키즈기프트
는 2016년 우리들의 낙원상가와 MOU를 맺으면서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2017년까지 5,926개의 악기를 542개 아동복지기관에 나눔했습니다.
악기를 선물 받은 아이들은 마음껏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

219

50

46

기부 악기

기부자

악기가 전달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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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누적

개인 기부 232개

73
바이올린

42

5,926

어쿠스틱기타

40

기부 악기

피아노

19
첼로

542

156

악기가 전달된 기관

기부처

17
플루트

일렉기타 8개 / 우쿨렐레 8개 / 클라리넷 7개 / 하모니카 3개 / 가야금 3개 / 트럼펫 2개 / 색소폰 2개 /
드럼세트 2개 / 비올라 2개 / 전자오르간 1개 / 멜로디언 1개 / 피리 1개 / 보면대 1개

개인 148명, 단체 8개

1억5천만 원
기부 받은 악기를 금액으로 환산

단체 기부 5,694개

㈜천광산업 오카리나 5,100개 삼아무역㈜ 통기타 및 일렉기타 411개 우리들의 낙원상가 바이올린 69
개 / 호른 1개 / 윈드차임벨 1개 / 드럼 외 관악소모품 16개 / 피콜로 외 관악소모품 5개 / 클라리넷 1개
/ 플루트 26개 / 우쿨렐레 25개 프레토㈜ 바이올린 24개 / 플루트 15개

48 우리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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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월

16~27

11~22일
바이올린 나눔이벤트
첼로 나눔이벤트

5월
29일

12월
악기나눔캠페인 올키즈기프트 홈페이지(기부 플랫폼) 개설

9일

2017년에 오픈한 올키즈기프트 홈페이지는 악기가 필요한 아동복

11월

10월

17~19일

20일~12월 1일

지시설이 악기 기부를 신청하고, 기부자가 악기를 전달하고 싶은 곳
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악기 기부 플랫폼입니다. 본 플랫폼을 통해
악기 기부 신청과 더불어, 새 악기 나눔 이벤트, 악기 나눔 후기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음악회 및 기부 악기 전달식

공유, 캠페인 소식 안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를 마무리하며 함께 해주신

올키즈기프트 홍보 부스를 운영해 페스티벌에 참여한 500여 명의 시민들과

기부자님들과 우리들의 낙원상가 재능 기부자님에게 감사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악기 나눔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선물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이

도 나누며 캠페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100여 명의 관객에게 African Adventure, Jingle Jazz 등

악기 기부와 수리도 이루어져 올키즈기프트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

신나고 멋진 연주를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고, 오카리나 만들기 체험으로 즐거운 기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www.allkidsgift.or.kr

우리들의 낙원상가에서 안양·군포관악단을 위해 피콜로, 탬버린 등
관악단 활동에 필요한 악기를 선물해 올키즈기프트 캠페인의 의미
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우쿨렐레 나눔이벤트

서울시교육청 주최 ‘2017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홍보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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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과 올키즈봉사단

함께기자단 소개
함께걷는아이들 프로그램과 행사를 현장 취재하고 블로그 기사를 작성해 함께걷는아이들을 홍보합니다.
또한 문화소외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위기)청소년 자립에 관심을 갖고 기획 기사를 작성합니다.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감 가득!

함께걷는아이들이 부르면~
네!하고 달려가요~

친목에는 역시
치킨이 최고~

#예리함 #섬세함 #호기심대마왕 #글쓰기즐거워 #인터뷰도즐겁게 #알찬기획회의 #새로운시각 #사업팀이고마워해요

올키즈봉사단 소개
함께기자단에 지원 가능한 사람
함께걷는아이들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자원봉사로 함께합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며, 함께걷는아이들을 든든하게 돕는 손으로 동행합니다.

- 아동·청소년 복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
- 기자단 온오프라인 활동 및 함께걷는아이들 사업 취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

#적극성 #건강미 #빠릿빠릿 #준비된두손과발 #즐거운친목 #보람가득 #사업팀이고마워해요

- 글쓰기를 좋아하며, NGO 홍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

2017년 주요 활동
- 20대 청년 10명, 함께기자단 1기가 되다!

활동 결과

- 매월 마지막 주 진행된 총 7번의 기획회의

47

- 9월 반포한강공원으로 나들이

총

- 서로를 알아가는 식사 미션
- 잊지못할 감동의 순간,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 관람
- 6개월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한 해단식

건의 기사 작성

2017년 주요 활동

활동 결과

- 2017년 활동을 공유하는 O.T

총 50회,

- 5월 서로를 알아가는 친목의 시간
- 올키즈봉사단의 주요 활동은 자원봉사
- 7월 서울 종로에서 나들이
- 1년 활동을 돌아보는 송년회

248

시간의 봉사

봉사 참여 목록
제2회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 / 제3회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시작(詩作)’/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여름캠프 / 한강거리관악제 / 2017 전국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정기연주회 / 올키즈기프트 감사 연주회 /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행정 지원(월 1회)

올키즈봉사단 지원 가능한 사람
-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자원봉사, 인턴, 기자단 등의 활동을 경험한 사람
불금은
함께걷는아이들에서!
발대식과 교육, 처음이라 어색어색

함께걷는아이들을
표현해봐요 :)

한번 엮인 인연,
지속되는 인연이 되길!

- 함께걷는아이들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
-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대외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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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함께걷는아이들

페이스북

MBC SPORTS+
2017.3.25~4.21

중앙일보 ‘라이프 트렌드’ 중고 악기 기증받아 수리,
문화 소외계층에 선물 2017.11.28

EXO가 응원하는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
2017.10.31

MBC 스포츠 플러스 로고송 예고편 광고의 주인공이 된 올키즈

“그중 하나가 오랫동안 방치된 악기를 기증받아 문화 소외계층

EXO 세훈과 수호가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축하하며 응원을

스트라 상위관악단 아이들! 아나운서의 지휘에 맞춰 신나게 로고송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다. 우리들

보내준, 두 눈이 훈훈해지는 영상

을 연주하는 아이들 모습이 인상적

의 낙원상가로 전달된 중고 악기는 상인들의 재능 기부로 말끔하게

https://youtu.be/kkjtJFguhNI

홍보영상

모든 아이들이 신나는 올키즈스트라
https://youtu.be/v9JNUNFt34Y

함께걷는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https://youtu.be/JLNaixVnUCo

수리돼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에게 다시 전달된다. 캠페인
첫해인 지난해에는 기타·바이올린·플루트 등 1억원 상당의 악기
를 기증받았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54071

라디오

블로그
한강거리관악제 야외공연 라이브 2017.8.5
한강거리관악제에 참여한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이 60분 동안
시민들과 호흡하며 멋진 연주를 선보인 야외 연주

마포 FM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2017.3.29

모든 아이들이 신나는 올키즈스트라 블로그 오픈 2017.6.27

제2회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 소개

올키즈스트라 소식과 문화예술 이슈 등을 다루는 전용 블로그
https://blog.naver.com/allkidstra1

팟캐스트 유동호·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26회 2017.12.15
복지계 깍쟁이 함께걷는아이들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주요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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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함께걷는아이들

연주하는 함께걷는아이들

함께걷는아이들은 직원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함께걷는아이들에는 1인 1악기를 배우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올키즈스트라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매월 1회 사업과 관련된 내용 혹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주제로 직원들의 내공을 키우는 공부를 진행

이해하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주 1회 악기 레슨에 참여합니다. 직원들은 닫힌 음악회,

했습니다. 외부 강사 혹은 내부 발제를 통해 플랫폼, 지속가능지표, 기본소득, 북유럽 복지국가 등의 주제

반열린 음악회를 개최해 실력 향상과 동기 부여의 기회를 갖습니다.

를 다루며 고민의 폭을 넓혀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악기를 배운 함께걷는아이들 직원은 올키즈스트라 오니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올키즈스트라

업무와 연관된 교육인 경우 교육비를 100% 지원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빙, 홍보, 협업관련 교육 등

오니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키즈스트라 관악단에서 음악을 배웠고 지금은 성인이 된 친구들이

2017년 외부교육에 1인당 평균 4.5회 참여했습니다.

관악단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창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도 참여하는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 중
입니다. 2017년에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으며, 함께걷는아이들 직원도 오니 단원으로서 정기연주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교육 제도
구분
신입 직원

주요 내용

비고

유연한 함께걷는아이들

오리엔테이션

신입 직원 첫 출근 시 진행

함께걷는아이들은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와 원격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업무

기초 실무 행정 교육

신입 직원 출근 3개월 이내 진행

특성과 직원 컨디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공통 역량 강화
(올키즈 내공)

사회적 문제나 업무와 연관된 사항 중 모두 같이 도움이
되는 주제로 내부 발제 혹은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해 진행
(4대보험, 위기청소년, 어린이병원비, SDGs 등)

탄력근무는 직원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전사 교육
(내부 교육)

직원 워크숍
해외 연수

직무 교육
(외부 교육)

직원 단합 및 재단 미션 공유 위해 연 1~2회 진행
2017년 일본 지역재생사례
2017년 북유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연수(외부 연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업무와 연관된 교육인 경우 100% 교육비 지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실시

는 믿음,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걷는아이들을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원격근무는 무더운 8월과 추운 1월 한 달간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 근무지에서 벗어나 나에게 적합한 장소에서 일하는 즐거움이 직원들에게 활력이 됩니다.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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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 8(당)기(2017.01.01~2017.12.31)

Ⅰ. 유동자산

제 7(전)기(2016.01.01~2016.12.31)

1,219,226,366

1,081,271,055

⑴ 당좌자산

1,219,226,366

1,081,271,055

보통예금

1,217,577,731

1,080,222,283

선급금

353,100

0

선급비용

792,645

584,242

선납세금

502,890

464,530

⑵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⑴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자산

⑵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131,379,500

감가상각누계액

131,377,500

비품

235,852,570

감가상각누계액

222,532,738

⑶ 무형자산

0

0

1,067,222,852

1,024,422,38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3,321,832

23,407,360
131,379,500

2,000

131,377,500

13,319,832

206,236,490

23,405,360

⑷ 기타비유동자산

53,901,020

1,015,020

임차보증금

40,000,000

0

347,000

347,000

13,554,020

668,020

2,286,449,218

2,105,693,435

Ⅰ. 유동부채

18,053,710

16,899,254

미지급금

13,298,150

13,203,224

4,755,560

3,696,030

155,304,012

100,488,738

127,974,037

87,442,798

27,329,975

13,045,940

173,357,722

117,387,992

Ⅰ. 자본금

1,000,000,000

1,000,000,000

출연금

1,000,000,000

1,000,000,000

Ⅱ. 자본잉여금

0

0

Ⅲ. 자본조정

0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1,113,091,496

988,305,443

1,113,091,496

988,305,443

자본총계

2,113,091,496

1,988,305,443

부채및자본총계

2,286,449,218

2,105,693,435

자산총계

부채

예수금
Ⅱ.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채총계

자본

Ⅴ.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당기: 124,786,053 원
전기: -4,630,354 원

76.9%
사업비(만원)

올키즈스터디(20.0%) 374,879,532원

2,000

0

기타보증금

올키즈스트라(44.6%) 836,676,085원

229,641,850
0

기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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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지출보고

올키즈스마일(13.5%) 253,392,461원

18억 7천 5백
(1,875,153,006원)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12.2%) 228,289,331원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8.4%) 157,632,752원
올키즈기프트(1.3%) 24,282,845원
사무비(원)

일반사무비(89.5%) 451,958,150원

20.7% 5억
(504,940,580원)

재산조성비(10.5%) 52,982,430원
홍보모금 2.3% (56,887,077원)

24억 3천 7백
지출 총계 100%
(2,436,980,663원)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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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당)기(2017.01.01~2017.12.31)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관리비
직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음악교육사업
학습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비
기관운영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연구사업비
홍보모금사업
교보올키즈스트라사업
모금회올키즈기프트사업
S.M.스마일올키즈업사업
Ⅴ. 영업손실
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보험차익
기부수익
후원금
잡이익
Ⅶ. 영업외비용
기부자산폐기손실
고유목적사업전입액
잡손실
Ⅷ. 법인세차감전이익
Ⅸ. 법인세등
Ⅹ. 당기순이익

제 7(전)기(2016.01.01~2016.12.31)

0
0
0
2,437,882,447
286,559,760
40,531,239
35,781,370
2,892,600
1,284,370
220,570
15,981,980
7,293,478
53,416,310
315,000
7,519,547
1,314,000
218,000
6,594,000
299,800
1,194,040
3,802,620
4,107,090
15,521,040
10,685,730
587,380,154
368,061,943
50,000,000
1,553,950
431,681,792
148,784,782
58,955,753
214,959,474
24,282,845
56,689,210

0
0
0
2,108,908,722
241,474,420
37,117,927
26,261,750
4,587,500
1,271,520
0
12,491,870
5,780,920
36,105,155
296,200
5,461,620
807,000
77,000
5,800,000
515,400
416,650
1,474,890
1,841,860
9,143,684
6,080,200
811,007,119
484,672,148
0
2,922,410
332,349,692
44,615,559
36,336,228
0
0
0

2,437,882,447
2,589,998,475
3,329,975
24,000,000
48,678,200
2,513,570,300
420,000

요약과 그밖의 설명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
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
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
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써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경영성과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2018년 3월 15일
19,344,734

6,298,294
13,045,940
500
124,786,053
0
124,786,053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이사회 귀중

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수지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2,108,908,722
2,123,623,102

27,329,975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우리는 별첨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 월 31일

3,045,940
10,000,000
97,039,898
2,007,354,640
6,182,624

0
27,329,9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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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일(2018년 3월 1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세입세출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4,630,354
0
-4,630,354

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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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형, 강성선, 강윤희, 강혁, 고병헌, 고지애, 권문희, 권익상, 권혜민, 김경자, 김규형, 김나희, 김대호,

강은진(바이올린 1개), 강의성(하모니카 2개), 강혜은(어쿠스틱기타 1개, 바이올린 1개), 곽미현(디지털

김미희, 김서인, 김선규, 김선혜, 김성자, 김성현, 김성혜, 김순응, 김신원, 김연, 김연준, 김영소, 김유진,

피아노 1개), 김미영(플루트 1개), 김민서(어쿠스틱기타 1개), 김민지(어쿠스틱기타 1개, 일렉기타+앰프

김은희, 김재은, 김종윤, 김주원, 김준영, 김지연, 김지원, 김태우, 김현미, 김현서, 김현수, 김현아, 김현주,

1개, 플루트 2개, 보면대 1개), 김보현(피아노 1개), 김성준(일렉기타 1개, 베이스기타 1개), 김우종

김형규·나은선, 나혜경, 남기창, 남인순, 노근창, 노세진, 목갑수, 목정수, 문경민, 박간, 박서진, 박석준,

|(일렉기타 1개), 김은영(디지털피아노 1개), 김재중(바이올린 1개), 김재한(클래식기타 1개), 김한준

박선아, 박은영, 박은희, 박정숙, 박천일, 박희은, 백기원, 백미순, 백석기, 백승진, 변미혜, 상미현, 서덕자,

|(첼로 3개), 남글로틸다(첼로 1개), 리라어린이집(피아노 3개), 박민경(바이올린 1개), 박수진·박소영

서동우, 서연희, 석주성, 성하민, 손휘경, 송대섭, 송재화, 신경원, 신용식, 신종삼, 양윤모, 오도형, 오솔,

(바이올린 1개), 박현영(바이올린 1개), 서여란(가야금 2개), 손진아(어쿠스틱기타 2개), 신용산초등학교

오순옥, 오청, 유경재, 유동혁, 유성문, 유수용, 유양모, 유용균, 유원선, 유장은, 유정임, 유지선, 유형직,

개인

후원자 명단

윤대연, 윤미자(윤세라피나), 윤선남, 윤진석, 이강배, 이강욱, 이경림, 이고은, 이기흥, 이동희, 이명희,
이민영, 이상수, 이석범, 이선미, 이영렬, 이영지, 이원재, 이윤정, 이인영, 이재표, 이정은, 이조앤, 이조영,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
참여자

학생들 - 권정현·김재경·노연우·박정연·배형진·유지원·정지윤·홍클로이(바이올린 1개), 안대곤
(일렉기타+엠프+받침다리 1개, 어쿠스틱기타 1개), 안상우(바이올린 1개), 안재구(피아노 1개), 안정환
(기타 1개), 어숙경(플루트 1개), 어울림지역아동센터(바이올린 11개, 비올라 2개), 예향교회(바이올린

이주순, 이주혁, 이현진, 임순영, 임승환, 임정기, 임정심, 임지영, 장용석, 전병호, 전성윤, 전예솜, 전원자,

7개, 첼로 1개), 오민정(바이올린 1개), 오설(베이스기타 1개, 어쿠스틱기타 2개), 우지원(디지털피아노

전은미, 전진희, 전현경, 전현주, 정성이, 정영태, 정인, 정일룡, 정일우, 정진경, 정찬대, 조경래, 조경자,

1개), 윤석현(바이올린 1개), 이성호(클래식기타 1개), 이신희(기타 1개), 이영광(어쿠스틱기타 1개),

조경희, 조나현, 조성호, 조소영, 조수민, 조순실, 조승래, 조운영, 조재서, 조재완, 조재형, 조철래, 조현진,

이예린(바이올린 2개, 기타 1개), 이창현(기타 1개), 이철수(바이올린 1개), 이현미(피아노 1개), 이현영

조혜연, 주형준, 주희정, 차기환, 채철호, 최양삼, 최우혁, 최주혁, 최주희, 최창희, 최현서, 한기명, 한숙현,

(바이올린 1개, 첼로 1개), 정도욱(어쿠스틱기타 1개), 정민주(바이올린 1개, 플루트 1개), 정승화

한용희, 허미창, 홍기원, 홍명자, 홍석주, 홍성필, 홍원표, 홍정원, 홍택선, 홍헌호, 홍혜진

(바이올린 1개), 정의순(피아노 1개), 정주연(피아노 1개), 최경배(디지털피아노 1개), 한창(색소폰

50만원 이상 김경욱, 김미영, 김재우, 김현숙, 노승우, 노윤정, 노정호, 류정아, 박주현, 조양래, 조영석,

1개), 무기명(첼로 1개)

조현식, 조희경

장소 후원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과 오니관악단 연습 장소 지원

㈜갤러리바톤, ㈜다온에스디, ㈜큰그림, 신성일렉트로㈜,

㈜현일코프레이션, 부스러기사랑나눔회,
100만원 이상 ㈜에르타알레엔터테인먼트·JTBC 팬텀싱어, 경남매일신문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사회복지

기업·단체

법인 아이들과미래, 아모레퍼시픽(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비비유아트, 우리은행동역삼동금융센터,

Special thanks to…

자생의료재단,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현대자동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가 거리의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146명의 아이가 스마일올키즈업으로 합창, 댄스, 밴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셨습니다.
음악과 음원 수입금이 주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금 후원

제2호 음악전공생 장학기금 김미영 김경욱바오로기금 김경욱 김호겸 추모기금 홍명자, 홍문자, 조현식
노재원·조재선 추모기금 노승우, 노윤정, 노정호, 노민정, 조희경 올키즈스터디 동시대회 기금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매주 레슨과 합주를 위해 찾아간 한국타이어빌딩은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장소입니다. 학교와 집, 학원이 아닌 장소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마음껏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던
경험은 아이들의 일생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물 후원

㈜청호정밀 스포츠밴드 500개 은지원 팬 연합 젝스키스 앨범(2016 Re-ALBUM) 450개 비스티움 하이라이트

우리들의 낙원상가

앨범(CAN YOU FEEL IT?) 545개 愛⾖WINNER站&愛⾖iKON站 iKON 앨범(NEW KIDS: BEGIN) 85개,

전국 방방곡곡의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쉼터, 그룹홈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선물해 준 우리들의 낙원

WINNER 앨범(FATE NUMBER FOR) 43개 ㈜천조글로벌 플루티스트 윤현임 & 피아니스트 신주연 듀오

상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있었기에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

콘서트 티켓 15매, 윤현임 플루트 독주회 티켓 8매 동그라미파트너스 올키즈스트라 오니 간식 빵 660개

기프트로 이어진 인연이 2017년에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준 새 악기와 낙원악기상가 사장님들

우리들의 낙원상가 바이올린 59개, 우쿨렐레 25개, 플루트 23개, 660만원 상당 관악기 및 소모품

이 정성을 다 해 수리해준 악기가 아이들에게 즐거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62 희망의 자리

2017 함께 걸어온 희망 보고서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 후원
함께걷는아이들은 기부자님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차별 받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 후원

열매를 나누는 발걸음에
당신의 참여가 더해지기를…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문화소외 아동 지원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음악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 학습부진 아동 지원 경제적 어려움에도 잠재능력 발휘하도록 1대1 학습 지원
- 청소년 지원 긴급 구조·청소년 주체성 확립·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지원

천천히 걸어도
함께걷는아이들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
사용하지 않는 중고 악기, 새 악기를 기부하세요.

악기 기부

문화예술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기부 받은 악기를 나눕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악기를 기부하시면 올키즈기프트 홈페이지에서 기부 사연과 악기 나눔 후기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allkidsgift.or.kr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올키즈스트라 전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음악가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

이외에도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기금 조성이 가능합니다.

올키즈스트라 ‘전공 지원’ 프로그램
음악적인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올키즈스트라 친구들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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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문의

함께걷는아이들 기획경영팀
전화 02-522-7935
이메일 together7935@hanmail.net

www.withu.or.kr
정기후원은 홈페이지 ‘후원’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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