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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통권 제21호

“더불어 가는 행복한 세상
             함께하는 행복한 지장협!”



지회장 취임사

지회장 (신임)

박 희 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전개, 
행복한 사회!

02●디딤돌통권 21호



지회장 이임사

·

지회장 (이임)

박 선 하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신 
지회 임직원과 후원자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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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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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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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중증장애인 
열린 세상보기

↖  

↖  ↖  ↖  ↖  

↖  

2018년하반기 사업계획

사업분류 프로그램 내     용 시     기

민원상담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 주체적지도자의 자질함양과 화합을 도모 11월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발전 향상

10월

영호남교류 및 임원하계 수련회 - 임원의 자질향샹 단합을 위한 수련회  8월 28~29일

재활증진대회 및 워크숍
- 임원 및 회원의 단합 도모 및 지회 발전  방향 모색
   워크숍 

10월

사랑의 김장나누기 - 어려운 회원 및 이웃을 위한 김장, 쌀, 라면 나누기 
   실천현장

11월

연말사랑나눔

편의지원

카툰전시회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편의시설 홍보 12월

편의시설 설치지원
- 하지장애를 위한 전등 리모컨 설치
   화장실 손잡이 설치 및 문턱 제거 사업

분기1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위해 
   5년마다 관내 건축물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7~9월

여성

자립지원

문예고리활동
- 한지교실  
- 꽃꽂이교실

7~10월

9~12월

체육활동
- 한궁교실
- 수영교실
- 볼링교실

7~ 9월

8~10월

7~10월

3色테마체험 - 천연화장품, 양초공예, 퀼트공예 8~10월

여성장애인 사회화교육 - 메이크업, 스피치 등 사회화 교육 8~10월

차량지원
해피콜차량 -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이동서비스지원 수시(월~금)

이동지원센터차량 -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이동서비스지원 수시



수      입 지    출
비 고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후원금 15,123,000

공공요금 133,650

기타운영비 100,000

수용비및수수료 30,700

여비 94,540

자산취득비 2,600,000

회의비 880,120

홍보비 174,000

인건비 1,593,920

정기총회 1,545,250

업무평가회 453,400

연말사랑나눔 780,000

춘계수련회 3,862,840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42,000

밑반찬나눔 902,300

경북양성평등기금사업-한지 600,000

예금이자 17,578 경북체육회지원사업-수영 400,000

소 계 15,140,578
여성복지관지원사업-한궁 36,000

복지후생비 2,759,800

전기이월금 22,647,138
소 계 16,988,520

차기이월금 20,799,196

누 계 37,787,716 누 계 37,787,716

(2017. 12. 01. ~ 2018. 06. 30.)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강나은, 강영서, 강웅규, 강희래, 고은희, 김광희, 김경숙, 김남숙, 김미경(김천의료원)
김이태, 김인환, 김정숙, 김정호(후원회장), 김종근, 김준태, 김진수, 김진하, 김태우, 김태한 
박만기, 박문하, 박선하, 박순악, 박진섭, 박희만, 박희우, 백승희, 백무열, 서경덕, 서경화
 손부임, 송복임, 안석배, 양미영, 양오영, 양헌문, 엄성호, 오순례, 이강호, 이광석, 이득원, 
이미옥, 이영대, 이준기, 임성록, 임재익, 임홍자, 정기택, 정창섭, 조종준, 최금돌, 최동국, 
하태현

계림광고간판(이창도), 고래섬식당(신숙현), 고려한복(전종철), 고속정비(손국진)
공원추어탕(김경숙), 김천라지에타(김수환), 김천레미콘(조장규), 김천상공회의소
남산성결교회, 대도중공업(백계자), 대복식육식당(이정숙), 동미기업, 동부화재(서지권)
미가패밀리푸드(김학술), 박민용모터(박민용), 서울국기사(문숙희), 송월타올(이원희)
안동한우뭉티기(장은정), 우리은행, 전광주유소(이해진), (주)거한종합건설, 청과식당(김명균)
한국타이어 김천부곡점, 한마음주유소(전해수), 한일의료기(박동인), 해피플라워(최윤희)
혁신종합폐차장(신훈선), 혁신회, 황금기업(안기호), 황금동 교회

단체후원

개인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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