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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상생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한해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에 설립된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인존(人尊)사상 아래 상생의 실천은 봉사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

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해 온 사업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식적

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 올해는 제2국, 

제3국으로 기반을 넓혀 상생의 손길이 세계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년 전 우리나라가 받았던 원조를 저개발국가와 그 주민들에게 보은한다

는 마음으로 그들이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으로 단순하고, 일시적인 생계지원을 넘어 각 지역, 대상에게 

맞는 자립기반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며, 후원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의 만사형통을 기원하

겠습니다.

                                                        2020년 2월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이사장

윤 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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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재활의 기쁨을 심

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주민

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화평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종단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중 구호자선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소개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 내용, 수혜 대상, 집행 내역 등의 정보

를 공개하여 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재해 복구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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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9 대진국제자원봉사단

2019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양한 사업과 참여 활동을 소개합니다.

1월
소외계층 명절 나눔

2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경제경영대학에
 ‘대진 한국어 교육원’  개원

3월
국토 대청결 운동 진행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직원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자상 수여 

4월
여주시 도자기 축제

주차 안내 봉사 

5월
NGO 교육환경개선사업

 ‘베트남 빈옌 중학교 준공식’



6월
DIVA & 분당제생병원
베트남 의료봉사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경제경영대학 
대진 한국어 교육원 장학금 전달식 및 수료식

7월
베트남 NGO 3년 활동 허가 이후 향

후 NGO 활동 세부 사업논의
(타이응우옌성, 랑선성, 박장성) 

8월
베트남 NGO 활동허가서3년 연장 승인
(타이응우옌성에서 박장성, 랑선성으로
활동 지역 확대)

9월
소외계층 명절 나눔

10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0호 달성

11월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등유 나눔

12월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주거환경개선 봉사자

여주시장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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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9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정기 후원자

1,164 명

자원봉사자

4,393 명

봉사 시간

22,303 시간

지역복지 문화 나눔

18회

지역복지 미래 나눔

536명

지역사회복지 봉사 나눔

900명,  49일

해외 교육환경개선

523명

해외 의료환경개선

1,031명

해외 소외계층 재활,지역개발협력

286명

소외계층 식생활 개선

1,431가구, 85명

지역복지 물품 기증

37명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198가구, 189명

수혜인원

1,629가구,      총 3,587여명 



대진국제자원봉사단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전 세계적인 추진목표로 17

개의 목표 및 169개의 세부목표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종료

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가 함께 달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빈곤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퇴치와 식량안보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건강과 복지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well-being) 증진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 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

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육상생태계보존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 수단 강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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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재활사업 
따뜻한 안부를 기다리는 어르신, 꿈을 꾸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싶은 장애인 등 우리 주변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많습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이러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식생활 개선, 복지

문화 개선 활동을 통하여 2019년에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PART
 01



2019년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장

애 이웃, 홀몸 어르신 기초 생활금 지원, 

TV지원,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기부, 희

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등에 17,300,000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물품기증은  요양시설의 어르신을 위한 

턱받이, 쿠션, 가재 수건, 휠체어 발판 

보호구 등 총 1,074장을 정성스레 만들

어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골

절과 타박상을 위한 붕대, 연고, 파스 등

을 기증하였으며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버팀목 야학교실에는 책상과 의자 기증

을 하였습니다.

홀몸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해 도움

이 없이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진국

제자원봉사단 웰페어 봉사자들은 이

동목욕 차량을 이용해 목욕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본건

강관리를 위해 혈압, 혈당 체크와 더

불어 이발, 노인정 청소도 함께 진행

하고 있습니다.

물품 기증 & 기부금

소외계층
복지문화 개선사업

국내 소외계층 재활사업

목욕봉사

총 36명

수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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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할머니는 파킨슨병,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녀딸 예진이를 

위해 퉁퉁 부은 다리로 만두를 팔러 갑니다. 그러나 아픈 할아버지와 어린 

예진이를 돌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많은 단체에서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대진국제자원

봉사단도 함께하였습니다. 바쁜 할머니를 대신해 집 청소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위한 안전봉도 집안 곳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진이 방

도 생겨서 예진이네 가족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내 소외계층 재활사업

KBS 동행 197회

 “할머니의 만두수레”  

2014년부터 소외계층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수리 활동이 올해 200호가 넘었

습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주거환경개선 활동은 수혜 대기자들이 밀려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며, 맞춤

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수리(여주, 포천, 고성)

총 43가구

수혜인원



동희는 학교에서 남는 시간에 수화를 혼자 공부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엄

마와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11살 사춘기가 되면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동희를 위해 대진국제자원

봉사단은 동희의 새로운 방을 만들어주며 도배, 장판 교체 및 청소, 화재위

험요소 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제 동희네 집은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KBS 동행 212회

 “하나뿐인 내 딸 동희”  

총 155가구

수혜인원

올겨울은 유독 따뜻하였지만 복지 사각지대에는 하루

하루 추위에 떨며 매일을 어떻게 지낼지 걱정하면서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유와 연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소외계층에게는 아

직도 절대적인 생필품입니다.

추운 겨울 이웃의 정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

진국제자원봉사단은 난방유 16,000L, 연탄 5,000장, 

이불 50채를 총 155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주거환경 물품 지원

수리전

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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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지원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문화체험 및 직업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자 하

는 장애인들을 위해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분기별로 무료급식의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명절에는 한 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장애

인 등의 소외된 이웃에게 명절 나눔 소고기, 

쌀, 라면 등의 식료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식생활개선
사업 

국내 소외계층 재활사업

총 986가구

85명

수혜인원

따뜻한 김장 나눔
- KBS 1TV 뉴스 2019. 12.03 일자 방영 -

11월 5일 경기도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019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을 진행하였

으며, 11월 28일에는 경기도 포천시 자원봉사

센터와 대진대학교와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김장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더욱 뜻깊

은 행사였습니다. 대진국제자원 봉사자와 대학

생과 함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여 

한국문화체험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정도 느

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420가구

수혜인원



사랑의 반찬 나눔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매달 25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

여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드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2019년 겨울 어느 날 반찬배달을  하던 집에 화재감지기 

벨이 울리고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

이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작은 불씨는 

큰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찬 나눔은 이웃들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지 생활환경도 살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총 25가구

수혜인원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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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사업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지역주민의 꿈을 지원하는 미래 나

눔,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나눔, 국토대청결운동, 청

소년 식사 지원, 긴급구호 봉사활동의 봉사·구호 나눔입니다.

PART
 02



지역사회 문화나눔

 2019년 경기도, 
여주시 지역 

- 국내 지역사회 복지사업 -

· (01.01) 제3회 강천 주민을 위한 신년 해맞이 축제

· (02.18) 대순진리회 복지재단 지신밟기

· (02.19) 대순진리회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공연

· (04.06)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사랑 나눔 발표회 공연

· (05.04) 대진 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생신 잔치, 어버이날 공연

· (05.09) 여주시 강천면민 화합의 날 공연

· (06.12) 수도권 생태 유아공동체 풍물 길놀이

· (06.13) 제11회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 (06.25) 대진 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생신 잔치 공연

· (07.03) 제24회 여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공연

· (09.06)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난타 공연

· (09.28) 2019 외국인 법정 연수 식전공연

· (10.03) 2019 여주 에코 포럼 공연

· (10.11) 대진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장 취임식 식전공연

· (10.31) 강천 뜰 부녀회 꽃차&라인댄스 발표회 난타 공연

· (11.16) 2019 외국인법정연수 식전공연

· (12.23) 2019 여주시 온기 나눔 재능 콘서트

· (12.24) 대진 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생신 잔치 공연

총 18회 공연 

월 1~2회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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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역사회 복지사업 -

지역사회  미래나눔
지역주민과 함께
희망의 꿈을 나눕니다

총 3명

수혜인원

스포츠 꿈나무 
장학지원

총 28명

수혜인원

풋살 수업

총 50명

수혜인원

지역주민
응급처치 교육

총 55명

수혜인원

지역주민
난타 수업



- 국내 지역사회 복지사업 -

지역사회  봉사·구호나눔
“도움이 절실한 곳이면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언제든
함께합니다”

청소년 캠프
식사지원 봉사

총 188명

자원봉사자

주차 안내봉사

총 316명

자원봉사자

국토 대청결
활동

총 246명

자원봉사자

산불 구호
재난봉사 

총 900명

수혜인원

총 520명

자원봉사자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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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PART

 03



소외계층재활
“사회적 약자의 재활과 자립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의 시작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전쟁 참전 중 장애를 입은 군인을 소외계층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지원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쟁 참전으로 피해

를 본 상이군인을 위해 전국에 5개의 센터(박장성 랑쟝현, 하남성 쥐디엔현, 하남성 끼

엔방현, 붕다우 바리아성 롱덧, 박닌성 투언타잉현)가 있으며, 이 중 박닌성 투엉타잉

현 센터는 가장 위급하고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박닌성 투엉타잉현 간호센터의 환자 중 대부분은 반신불수이며, 소수는 지체장애인, 

뇌진탕으로 인한 뇌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로 하

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보장을 해줌으로써 2030년

까지 취약계층의 빈곤을 극복하고 그들의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

진국제자원봉사단도 베트남 정부와 함께 46명의 상이군인에게 기초생활지원금을 지

원하였습니다.

총 98명

수혜인원

베트남 상이
군인지원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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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것은 교육입니다” 

“이제는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돼요!”

타이응우옌시 중심에서 서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져 있는 산악지구 딩화현은 9
만여 명의 인구로 13개 민족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중 소수민족은 71%를 차지하
고 있으며, 빈곤층은 대략 16.9%, 극 빈곤층 비율은 14.37%의 비율입니다. 

이 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으로 1992년, 빈옌초등학교(BINH YEN  ELEMENTARY 
SCHOOL)만 개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된 건물과 진흙땅으로 인해 태풍과 
홍수 때마다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2016년에 학교가 재건축되었으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중학교가 없어서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였습니다. 빈옌 초등학교 건물도 학생 정원과 비교해 교
실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였습니다. 

 2018년 시작된 초등학교 교실 건물보수와 중학교신축, 학교 앞 도로 공사는 주민
들의 큰 환영 속에서 2019년 완공되었습니다. 더불어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수업 
기자재와 학용품을 지급하여 안전한 배움의 장소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0여 명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학생과 함께 우기가 긴 베트남 날씨에 더는 통행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기에 지
역주민들과 학교 관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총 447명

수혜인원

딩화현 빈옌면 
빈옌(BINH YEN) 

중학교 개교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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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재활

“매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베트남은 국제수자원협회(IWRA)에서 지정한 물 부족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

수도 오염이 심하여 베트남 대부분의 초, 중학생들은 매일 물을 사서 먹어야 합니

다.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집에서 물을 떠가기도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깨

끗한 물은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빈옌중학교 건설과 함께 그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스템을 선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

진국제자원봉사단은 열악한 식수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정수시

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500명

수혜인원

빈옌중학교
정수 시스템 지원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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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

“학생에서 이제는 선생님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대진한국어 교육원은 더디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

습니다. 한국문화가 좋아서 한국어를 시작했던 학생들은 어느덧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멋진 통역가, 멋진 선생님의 모습으로  후배들이 꿈꾸는 “롤모델”입니다. 

후배들을 끌어주던 좋은 선배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어, 부끄럽지 않은 선배

이자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으로 발전해 나가는 대

진한국어 교육원 학생들은 디바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미래입니다. 

총 76명

수혜인원

대진한국어
교육원



지역개발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합니다” 

베트남 우호친선연맹 VUFO(Vietnam Union Friendship Organizations)는 타국과

의 우호적, 협력적 관계구축을 기반으로 500여 개 외국 NGO를 통한 원조를 촉진

하며, 소통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외국 NGO의 활동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관에 적절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므

로 베트남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외국 NGO 단체들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기

관입니다.

디바는 VUFO의 전산화된 서류 지원 및 신속하고 원활환 행정 절차를 위해 서버, 

전산망, 전자결제 서비스의 포털개발과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산망 구축을 통해 여러 INGO들과 베트남 정부 기관인 VUFO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쉽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총 188명

수혜인원

소프트웨어
지원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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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개선 
“우리의 작은 활동이 그들의 삶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치과협회에 따르면, 베트남 전역에 구강 건강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12~14세 

71.4%, 18세 이상 96.7%가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주민이나 산악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은 시내에 있는 치과를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평생 병원에 한 번 가보지 못한 주민이 있을 정도로 의료 환

경이 열악합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혈액검사와 함께 올해는 치과 치료를 

포함하여 주민들을  진료하고, 처방 약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분당제생병원과 씨젠 의료 재단과 바텍 회사와 함께 하였으며, 베

트남 타이응우옌성 딘 호아군 빈옌면 보건소에서 지역 보건국이 선정한 681명의 저소

득 농촌주민과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1,031명

수혜인원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빈옌면 의료봉사 



의료환경 개선 

더불어 빈옌면 지역주민과 초, 중등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과 위생교

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여름철 8~9월은 평균 40도 이상의 온도인 날이 25일 

이상 되는 아열대기후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질환 중 특히 심정지의 빈도수

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은 사람을 살리

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심정지가 발생 후 생존율이 매분 7~10%씩 감소하지

만,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때는 생존율이 3.3배나 높아집니다. 그러므

로 지역주민의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타이응우옌성 딩화현  지역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의료교육이었습니다.

 더불어 지역 초등,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와 올바른 양치법 교육을 통

하여 수인성 질환과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350명

수혜인원

응급처치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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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264,097,988 원

2019 재정보고

21%
단체후원

18%
이월금

기부수입

항 목

이월금 231,341,322

140,150,000

42,030,000

827,666

265,247,000

584,502,000

1,264,097,988

정기회비

개인후원

금 액(원) 비 율

18%

11%

4%

0%

21%

46%

100%

단체후원

보조금

합계

46%
보조금

11%
정기회비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 사용내역입니다.

4%
개인후원

이자수입



지출

960,457,244 원

34%
국내사업비

15%
일반관리비

항 목

국내사업 331,157,778

468,072,169

146,471,722

14,755,575

960,457,244

해외사업

일반관리

금 액(원) 비 율

34%

49%

15%

2%

100%

모금비 

합계

49%
해외사업

2%
모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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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6기 2019.01.01~2019.12.31

  1.  유동자산

   1 )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 ) 기타

         선납세금

  2.  비유동자산

   1 )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총계

Ⅱ.부  채

  1 ) 유동부채

        예수금

  2 )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부채총계

Ⅲ.자  본

  1)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과 목                                                 당기(제6기)

Ⅰ. 자산 

　

　

　322,022,796

　

54,540

　

　

54,168,460

(44,834,685)

24,643,320

(15,024,377)

2,619,167

　

86,161,890

(33,485,309)

　

　

285,734,306

322,077,336

322,077,336

　

54,540

　

18,952,718

18,952,718

　

9,333,775

　

9,618,943

341,030,054

2,619,167

　

52,676,581

　

52,676,581

55,295,748

285,734,306

　

285,734,306

341,030,054



운영성과표
제6기 2019.01.01~2019.12.31

수입합계

Ⅰ.기부수입

    정기회비

    개인후원

    단체후원

Ⅱ.보조금 수입

Ⅲ.기타수입

지출합계

Ⅰ.국내사업

  ⅰ소외계층 재활

    1) 주거환경개선

    2) 식생활개선

    3) 복지문화개선

  ⅱ지역사회복지

    1) 미래나눔

    2) 문화나눔

    3) 봉사나눔

Ⅱ.해외사업

  ⅰ베트남

    1) 교육환경개선

    2) 지역개발협력

    3) 의료환경개선

  ⅲ국제교류비

    1) 베트남

    2) 캄보디아

    3) 타국가

Ⅲ.일반관리비

  1)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

      퇴직급여

  2) 업무추진비

  3) 보험료

  4) 차량유지비

  5) 지급임차료

  6) 지급수수료

  7) 부서운영비

  8) 감가상각비

Ⅳ. 모금비

    1) 회원관리

    2) 홍보비

 당기순이익

과 목                                                 당기(제6기)

341,030,054

　

　

140,150,000

42,030,000

265,247,000

　

　

　

　

　

125,584,088

104,541,140

21,901,550

　

66,721,780

645,100

11,764,120

　

　

329,380,240

119,503,827

14,496,971

　

1,232,491

2,073,890

1,384,750

　

　

76,800,000

6,163,870

27,295,406

　

　

　

　

　

　

　

　

8,999,365

5,756,210

1,032,756,666

447,427,000

　

　

　

584,502,000

827,666

960,457,244

331,157,778

252,026,778

　

　

　

79,131,000

　

　

　

468,072,169

463,381,038

　

　

　

4,691,131

　

　

　

146,471,722

110,259,276

　

　

　

9,791,220

888,280

8,244,688

1,540,000

1,349,692

2,491,238

11,907,328

14,755,575

　

　

72,299,422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대진국제자원봉사단 31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대진국제자원봉사단32

당신의 나눔은 

‘오늘을 바꾸는 변화이자 

내일을 꿈꾸는 희망’ 

입니다

일시후원이란?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250501-04-163044(국민은행) 

정기후원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을 방문하시거나, 홈페이

지(www.idiva.or.kr)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물품후원이란?
기금후원 외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물품은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 물품 기증은 사용하지 않는 신품을 후원받습니다.

*보내실 곳 

경기도 여주시 강천로 882 신축회관 대진국제자원봉사단 담당자앞

후원 혜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며, 소득공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2월 소득공제 기간에 자영업자,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 1월~12개월 

동안의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후원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국내 이웃과 자연재해 

혹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생명과 일상을 위협받는 해외 빈곤 지역 

이웃의 자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문의) 031-887-9751~2   /   diva@idiv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