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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여러분과 함께한 순간이 모이면 시간이되고

소통

우리의 마음이 모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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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21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지역사회 구호·봉사나눔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후원자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소외계층 식생활환경개선 소외계층 복지문화개선

721 가구  5,094 명

223 가구  257 명

1,269 명 681 명 4,284 시간

1,436 가구  50 명 56 가구  188 명

해외 지역개발협력 

14 가구 

해외 의료환경개선

57,040 명

해외 교육환경개선

3,974 명

해외 긴급구호

2,000 명

지역사회 미래나눔

391 명
수혜가구 및 인원

총 2,450 여 가구  68,994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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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손 가구,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을 찾았습니다. 39℃에 이를 만큼 무더
운 여름, 선풍기 1대로만 버티고 있던 가정
에 에어컨 1대는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습
니다.

2021년, 여전히 코로나 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이웃의 쾌적하고 안
락한 주거복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
다. 특히 올해는 모자 가정의 기본생활 지
원과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시설인 여주시         

"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몸과 마음을 회복합니다."

에너지복지 수혜가구  118 가구
수혜인원  50 명     

수혜가구  105 가구 
수혜인원  207 명 

주택수리

‘세림 주택’을 방문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김치냉장고 나눔으로 시작된 
인연이 공동생활실과 체력단련실 수리로 이
어졌습니다. 더불어 주택수리와 함께 위생을 
위한 다목적 세정제도 전달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국내]

올해 등유 나눔은 이른 겨울을 준비하는 
이웃을 위해 좀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  ‘쿠폰(20만 원 상당)’을 발급하여 
대상자가 필요시, 빠르게 등유를 받을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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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나눔[국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을 지원합니다."

수혜인원  33 명

수혜인원  356 명

청소년 인성‧ 재능 개발

청소년 시기의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심
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배려심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스포츠 활
동이 줄어들었습니다.

디바는 코로나 방역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
적인 풋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재능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공부 환경을 위해보다 나은 공부 환경을 위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온라인 학습환경이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겐 부담입니
다.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대여해주지만 디바
는 아이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보다 넓은 화면
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빌려온 물건이 아닌 나만의 물건이 생긴 
아이는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보다 쾌적한 공간을 위해보다 쾌적한 공간을 위해
장난감과 책, 옷과 이불들이 구분 없이 쌓여 있
는 방은 쾌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침대와 책상을 놓고, 공간을 분리하여 학습환
경을 조성한 덕분에, 아이들은 가지고 놀던 장
난감을 스스로 치우고,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
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정리 정돈의 시간은 
가장 설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공부방이 생긴 후로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
니다. 꿈이 없던 아이는 선생님이 되겠다며 열
심히 공부합니다. 부모님도 아이의 미래를 응
원하며 희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디바도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학용품을 전달하
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습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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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과의 대면이 
어려워졌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수업을 계속해 나갔습
니다.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
해 수업 영상을 녹화하여 공유하고, 교재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열악한 학습 환경에도 선생님과 학생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
님은 온라인 수업에 맞춰 강의안을 준비하
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성적 장학금
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역시 열정적인 태
도로 임하여 토픽 자격증을 따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한편, 2021년 12월부터 ‘월드프렌즈 봉사단’을 
통해 2명의 한국인 선생님이 함께하게 되었
습니다. 선생님들은 2022년 2월 새 학기부터 
베트남에서 학생들과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제 예전보다 많은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
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향상된 한국어 실력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인원  99 명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교육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미래나눔[해외]

모든 선생님과 학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소
통하고,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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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의료환경개선[국내]

"적절한 예방과 치료로 건강한 삶을 보장합니다."

한 부모 가정 아동인 형모(가명, 남, 8세)는 
장 신경이 형성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변을 
보지 못하는 ‘히르쉬스푸릉병(선천성 거대 
결장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의 
수술을 했지만, 음식물을 섭취하면 바로 대
소변으로 배출하여 항상 기저귀를 차고 생
활하였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홀로 일
어설 수도 없어 배밀이 자세로 겨우 움직일 
뿐입니다. 히르쉬스프룽병 외에도 뇌성마비
와 발달성 장애 등 여러 질병은 어린 형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장애 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 등록이 필요하지만, 두 차례의 큰 수술
비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검
사비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디바는 형모가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검
사비와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
활 의료비를 후원했습니다. 또한 형모에게 
꼭 맞는 ‘발목-발 고정 보조기기’를 제작하
여 더 이상 배밀이 자세로 다니지 않게 되었
습니다. 이제 생에 첫발을 내딛는 형모는 세
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랑선성 반콴현 의료원은 주민 57,040명의 건
강 검진과 질병 치료를 담당하는 현 내 중심 
병원입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없
는 질병이나 수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
하게 응급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기기가 많아 환자들에게 정
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잦은 정전은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 치료를 더욱 어렵
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 기기라도 시간이 흐르고,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들은 
의료원의 수입과 현 예산을 유지보수와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디바는 지난 1년간 의료원에 4D 초음파 기
기 1대, 혈액 응고 검사기 1대, 환자 감시 모
니터 5대, 발전기 1대를 지원하여 개선된 의료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고장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24시간 이내 대
응할 수 있는 업체의 기계로 선정하여 원활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이 기기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과 
협의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지원 수혜인원  57,040 명

복지문화-의료환경개선[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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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봉사나눔[국내]

"재난과 재해로부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합니다."

봉사 나눔

구호 나눔

·· 환경정화활동 환경정화활동 
건조한 계절, 화재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낙
엽과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전하며 쾌
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를 청소했습니
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합
니다.

· · 농촌 일손 돕기농촌 일손 돕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가정의 풍성한 가을을 응
원하며 함께 땀 흘렸습니다. 

·· 코로나 19  마스크 지원 코로나 19  마스크 지원
마스크 대란은 없어졌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우
리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어린이집과 아동복지
센터, 지역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
에 마스크 20,000장을 전달했습니다.

·· 코로나 19 식료품 지원 코로나 19 식료품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
아짐에 따라 생필품이 부족한 이웃이 많아졌
습니다. 더욱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
편하여 생필품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디바는 
지역 봉사단체들과 함께 식료품, 생필품, 마스
크가 담긴 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수혜가구  721 가구
수혜인원  5,094 명

봉사시간  15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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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재해로부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합니다."

 베트남 코로나 19 긴급지원

2021년 4월까지 타 국가에 비해 코로나 청
정구역이라 불렸던 베트남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지역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는 감염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
고, 박장성은 5월 25일 하루 동안 243명의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의료국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
지 박장성에서 총 2,973명의 확진자가 발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베트남 주
요 도시인 하노이시 703명, 호치민시 617
명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디바는 6월 11일 각 지역 의료진들이 원활
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95 마스크 
1,000장, 4등급 보호복 1,000장, 신속 항원
진단키트 1,000장을 박장성에 지원하였습
니다.

수혜인원  2,000 명

구호·봉사나눔[해외]

4등급 보호복 신속 진단 키트N95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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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3)의료환경개선 86,322,268

 4)긴급구호지원 13,308,920

Ⅲ.일반관리비 132,025,155

 1)인건비 89,727,470

   급여 76,800,000

   사회보험 6,527,470

   퇴직급여 6,400,000

 2)업무추진비 4,890,210

 3)보험료 1,824,530

 4)차량유지비 4,692,147

 5)지급임차료 1,130,000

 6)지급수수료 4,539,266

 7)부서운영비 8,427,710

 8)감가상각비 16,793,822

|V.모금비 6,140,136

 1)회원관리 5,834,934

 2)홍보비 305,202

사업 외 수익 1,418,575

 1)이자수익 1,064,581

 2)외환차익 202,944

 3)외화환산이익 150,950

 4)잡이익 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 ,418,575

당기순이익 -209,372,438

 

과  목

Ⅰ.자 산  

 1.유동자산 811,597,720

  1)당좌자산 811,597,72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11,469,680

    기타 128,040

    미수금

    선납세금 128,040

 2.비유동자산 42,104,684

   1)유형자산 41,804,684

    차량운반구 69,842,490

    감가상각누계액 (32,948,570) 36,893,920

    비품 27,343,320

    감가상각누계액 (22,432,556) 4,910,764 

  2)기타 비유동자산 300,000

   기타 300,000

   임차보증금 300,000

자산총계  853,702,404

Ⅱ.부채 

 1)유동부채 2,313,570

   예수금 2,313,570

 2)비유동부채 53,258,382

   퇴금 급여 충당 부채 143,784,965

   퇴직 연금 운용 자산 (90,526,583) 53,258,382

부채총계 55,571,952

Ⅲ.순자산

 1)기본순자산 23,000,000

  2)보통순자산 775,130,452

   잉여금 775,130,452

순자산 총계 798,130,452

부채 및 순자산 총계 853,702,404

과  목

수입합계  766,662,251

I .기부수입 765,693,120

  정기회비 131,450,000

  개인후원 23,855,000  

  단체후원 596,472,500

  기부물품 7,280,000

  보조금 6,635,620

Ⅱ.기타수입 969,131

  이자수입 836,367

  잡수입 132,764

지출합계 977,453,264

I .국내사업 387,870,567

i 소외계층재활 320,801,671

 1)주거환경개선 39,183,250

 2)식생활개선 257,178,421

 3)복지문화개선 24,440,000

ii 지역사회복지 67,068,896

 1)미래나눔 26,884,274

 2)문화 나눔

 3)봉사 나눔 229,882

 4)구호나눔 39,954,740

Ⅱ.해외사업 451,417,406

i 베트남 450,917,406

 1)교육환경개선 110,240,713

 2)지역개발협력 241,545,505

제8기 2021.01.01~2021.12.31

재무상태표
제8기 2021.01.01~2021.12.31

운영성과표

당기 (제 8기) 당기 (제 8기)당기 (제 8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