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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달서인재육성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달서구청 평생교육과 내)
전 화 : (053)667-3232 팩 스 : (053)667-3219

여는 글

향기나는 사람들 / 후원인 마당

꿈과 배움의 든든한 울타리
달서인재육성재단

나눔의 향기를 전하는
달서인재육성재단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함께 엄마와 조잘조잘 이야기하며 걷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곧고 창의적인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우리 재단에 보내주신 따뜻한

유난히 가볍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소중한 내 보물을 어린이집에 가져가는 날이랍니다.
끙끙~ 영차 영차!! 어느새 어린이집 한쪽이 만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심과 소중한 정성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2009년 11월 11일 출범 이후 많은 분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진학, 저소득주민자녀, 성적우수 및 특기장학생 29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우는 선생님들을 위해
달서으뜸스승상을 수여하고 토요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 년에 꼭 한번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하는“어린이집 오픈하우스!”
엄마 아빠와 참여수업도 하고 체험부스에서 만들기도 하며 먹거리에서 떡볶이랑 솜사탕도
먹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들로‘아나바다 장터’가 열린답니다.
아이들은 내게 없던 장난감에 즐거워하고 부모님은 평소 필요하던 것을 100원에서 많게는
지폐까지 주시면서 양손이 무거워지셨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덩달아 집에 필요하신 물건을 사주시면서 기쁨은 행복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창조경제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금융기관 금리인하 등으로 장학사업 추진에

거듭나며 어린이집과 공원에 따스한 나눔의 향기를 전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진 묵직한 모금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우리’의 차이는 한 단어, 두 단어이겠지만 어린이집에서‘우리’는 함께 가는, 소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에 힘입어 장학재단의

하는, 가족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져온 물건들이‘우리’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설립취지를 살려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든든한 배움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결실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소중함은 더 의미있게 쓰인다

다하겠습니다.

면 우리 모두는 오래도록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인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에게“격려와 희망”이 될 것 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수 없듯이 꾸는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게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줄 수 있고 이끌어 주는 아름다운 손이 되기로 했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달서구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단어! 하지만 선뜻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웠을 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볼까?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고 부모님과 용기를 내어 살짝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득한 곳이었습니다.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주변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느끼게 해줘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올해도 열리는 아나바다 바자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2015. 8.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금봉어린이집 원장 이미옥

열리Go 트이Go / 장학생 마당

열리Go 트이Go / 장학생 마당

내꿈의 원동력이 된 달서인재육성재단

최고의 쉐프를 꿈꾸며…

저는 2015년 진학장학생으로 선발된 박세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다른 활동을 참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 목표가 더욱 확고해져 공부에 자극이 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작년 11월
수능을 치루어 다행히 제가 바라던 대학의 원하던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고등학교에서
상상하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달서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은 했지만 다른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이번년도
진학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등록금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 진로를 확실히 찾아 고등학생 때의 열정처럼 그
꿈만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달서인재육성재단이 덜어준 금전적 부담은 저에게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래에 제가 성공하여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달서구의 미래 인재
들을 위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특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김기덕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요리를 배워 왔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함에도 4년제가 아닌 2년제
전문대학 조리과로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요리라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워보니
점점 더 요리에 푹 빠지게 되었고 커피나 칵테일 등 요리의 전반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자 전국의 여러 박람회와 전시회를 관람하다 요리대회가 개최되는
걸 알게 되어 2014년 5월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국제요리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음식관광박람회, 대구치맥페스티벌 등에 다수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뤄가면서 느낀 성취감들이 저한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과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또 달서인재육성재단에서 큰 선물인 특기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달서인재육성재단 덕분에 저는 더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가지
면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달서인재육성재단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자랑스러운
달서구민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인재육성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15년 진학장학생 박세환

공부에 전념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특기장학생 김기덕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손현경입니다. 그래서 입학했을 때부터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도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장학금을 찾다 달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았습
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여러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학교 봉사활동을 하며 앞으로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준 달서인재육성재단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달서구의 많은 인재들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달서구에 사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학교에서 개최한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상이 목적이기 보다는 저의 생각을 담고 싶어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예상치 않게 제가 쓴 글이 좋은 평가를 받아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교내 상에
힘입어, 그 글로 지원한 대구광역시 글짓기대회에서도 금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의 추천으로 큰 기대 없이 달서인재육성재단의 문예창작부문 특기장학생으로
신청을 하였고 감사하게도 선발되어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수여식 날, 문예창작부문 다른 수상경력이 많지 않아 다양한
부문의 특기장학생들 사이에서 초라하고 장학금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여식에서
볼 수 있었던 달서인재육성재단이 준비한 작은 공연과 정보들을 통해 제가 받은 장학금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정성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보다 감사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원인들의 마음과 뜻을 고이 간직하고 그 기대에 보답하는 달서인으로 또다른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성적우수장학생 손현경

2014년 특기장학생 정혜리

장학생과 후원인이 함께하는 재단출범 5주년 기념식 : 2014년 11월 11일

재단현황
설립목적 : 무한경쟁 시대에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사업 필요성 제기
재단출범 : 2009년 11월 11일
목 표 액 : 200억원
조성기간 : 10년(2009~2018)
조성방법 : 구 출연금 및 주민후원금(기탁금은 적립, 사업은 이자수입으로 운영)
재단사업 : 성적우수학생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예술·체육·문학·기능 등 재능 특기자 발굴·육성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
수혜대상 : 달서구민, 관내 초·중·고등학교,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사

장학금 지급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 83명, 10,781만원
성적우수장학금 : 148명, 19,899만원
진학장학금 : 47명, 10,379만원
특기장학금 : 17명, 1,870만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달서으뜸스승상 수여 : 14명, 4,200만원
토요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 20개교, 10,060만원
기금조성 및 후원인 현황(2015년 7월 31일 현재)
기금조성 : 56억 1,651만원
후 원 자 : 2,615명 (개인 2,274, 단체 245, 법인 96)
※후원문의 ☎ (053)667-3232

후원인 예우
세 제 혜 택 : 후원금 납부 시「법인세법」및「소득세법」
에 따라 세제 혜택
감사패 수여 : 1,000만원 이상 기부자
후원증서 수여 : 후원인 전원
달서구보『웃는얼굴』게재 : 매월 1회
달서인재 키우는 나무 은행잎 매달기

2014년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수
구

재단출범식(인재 키우는 나무 심는 날) : 2009년 11월 11일
미래의 꿈나무 희망이 싹트는 날 : 2010년 2월 23일
-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는 행사(행정고시합격 체험발표 및 대화)

지

결 산 액

구

분

출
결 산 액

출연금

300,000

장학금 지급(62명)

주민 후원금

357,600

달서으뜸스승상 시상금

9,000

이 자 수 입

134,355

토요학습프로그램 지원

40,000

전년도 이월금

841,977

세무확인 수수료

1,000

법인세 환급금

18,360

심사위원 수당

1,070

홍보물 제작

4,872

우편요금, 제증명 수수료

2,029

행사 경비

1,852

구

그간의 사업실적

분

입

재단출범 1주년 기념식(인재 키우는 나무 열매 맺는 날) : 2010년 11월 25일
후원증서(460명) 전달 : 2011년 8월 5일

홈페이지 관리비

89,029

600

재단출범 2주년 기념식(재단로고 선포) : 2011년 11월 11일

2015년 이월금

33,769

후원증서(291명) 전달 : 2012년 7월 20일

선급 법인세

18,797

재단출범 3주년 기념식 : 2012년 11월 9일

기부금 이월액

850,274

기본재산 편입액

600,000

후원증서(427명) 전달 : 2013년 8월 9일
재단출범 4주년 기념식 : 2013년 11월 11일

계

1,652,292

계

1,652,292

2015년 하반기 사업계획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자격 : 저소득주민자녀(고등학생 및 대학생)
선발인원 : 18명(고등학생 10, 대학생 8), 2,640만원
(고등학생 80만원/1명, 대학생 230만원/1명)
선발시기 : 2015년 9월~10월(재단 홈페이지 공지)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신청자격 : 성적우수자(고등학생 및 대학생)
선발인원 : 24명(고등학생 12, 대학생 12), 3,720만원
(고등학생 80만원/1명, 대학생 230만원/1명)
선발시기 : 2015년 9월~10월(재단 홈페이지 공지)
특기 장학생 선발
신청자격 : 예술, 체육, 문학, 기능 우수자(초·중·고·대학생)
선발인원 : 8명(초등학생 2, 중학생 2, 고등학생 2, 대학생 2), 940만원
(초·중·고등학생 80만원/1명, 대학생 230만원/1명)
선발시기 : 2015년 9월~10월(재단 홈페이지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