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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희망의 물줄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성인이행기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을 위한

2,794 이용자 실 인원

 
-  개인 816명

- 가족 358명

- 지역사회 1,620명

419 자원봉사자 수 

 
-  마을활동가 291명

-  캠페인 24명

-  멘토링 97명

-  기타 7명

19,250 연간 이용자
 
 
-  사례관리 5,351명

-  프로그램 5,915명

-  지역사회네트워크 7,984명

38 희망플랜 대상자 자격증 취득 현황

 
-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제빵 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급

- 정보처리 기능사, 전기 기능사

- ITQ (엑셀 A 등급)

- 래프팅 교육 강사 자격증

- 페이스 페인팅 3급

- 검정고시합격 등 

- 18명이 38개 분야의 자격증 취득

1,942 물품후원

  
1,667개 / 275명

2,649 문자·전화 상담

 
- 문자 1,898건

- 전화 751건

73 서비스 연계 현황

 
-  행정복지센터 37명

-  사회복지기관 21명

-  교육기관 15명

2019년 

희망플랜의 

활동기록

보
고

합
니

다
!



01
'도담도담'청소년사업 
 

W.W.W
(will.wonderful.wonju)

희망플랜 참여 청소년과 청년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입니다.

03
청년연구소

원주지역내 대학생들이 모여

청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며

연말에 활동공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02
'미쁘'청년사업
 

취업코칭

-  청년 욕구조사 후 직업인 멘토링을 통해 취·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자원을 연계합니다.

-  직업인 멘토링과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코칭, 

   이미지컨설팅 등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활동입니다.

04
Able Cafe 운영

Able cafe는  희망플랜 청소년·청년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부담없이 올 수 있고, 

또 오고 싶은 카페입니다.

올해는 

Able cafe 시그니처 메뉴 공모전이 있을 예정이니

청소년·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보여주세요!

위치: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중앙청소년문화의 집 3층)

많이 찾아와 주세요~~

2020년 

희망플랜을 만나다 |  



비전스쿨

[ 희망플랜 이모저모 ]

부모자조모임 희망 멘토링 교육 & 
굿유스(good youth) 활동가 발대식

2020년 1월 15~16일 2일간 28명의 청소년들이 비전스쿨에 참여하였습니다. 비전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이 MBTI검사 실시,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군 및 미래 직업탐색의 시간을 가지며 나의 직업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나도 모르던 내 성격을 알게 되어 좋았고, 직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청소년들이 비전스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8일, 2월 15일 올 한해 자조모임의 방향성과 규

칙을 정하고 희망플랜 1년 계획을 세우며 비공식적 사회관계

망을 형성하는 부모자조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희망플랜 참여자 부모님들이 임원으로 선출이 되었고, 부모자

조모임 회장님의 진행으로 올해 참여하고 싶은 부모코칭 프로

그램 욕구파악, 2020년 부모자조모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시

간을 보냈습니다. 희망플랜 참여자 모두를 당신들의 모든 자

녀처럼 보듬어 주시는 부모님들의 자조모임을 희망플랜팀도 

응원합니다!!

2020년 1월 11일 멘토를 대상으로 청소년 멘토링에 대한 교

육을 진행하고 앞으로의 멘토링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과 2월 

15일 <2020년 굿유스(good youth) 활동가 발대식>이 있었

습니다. 2020년 달라진 사업과 희망플랜에 대해 안내하고 활

동가 자기소개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처음이지만 어색하지 않고 웃으

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워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으로 시작한 희망플랜의 든든한 지원군 굿유스(good youth)

의 2020년 활동을 기대합니다.



2020년 희망플랜 사업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왔습니다. 

희망플랜이 원주시에 있는 청소년・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세요! 후원금은 희망플랜팀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농협 301-0187-1754-11 (예금주 :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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