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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책 담당업무 비고
조효성 과장 가족복지팀 총괄, 복지관 이용상담 등 
김지언 언어치료사 개별언어치료, 서비스 과정평가, 부모상담
윤혜인 작업치료사 개별감각통합치료, 서비스 과정평가, 부모상담
한상태 미술치료사 개별미술치료, 서비스 과정평가, 부모상담
김경임 인지치료사 개별그룹인지치료, 서비스 과정평가, 부모상담

성명 직책 담당업무 비고
최선화 관장 복지관 총괄
이주천 국장 복지관 업무 총괄
김경훈 팀장 업무지원팀 총괄, 직원인사관리, 직원교육, 자활근로사업, 이용자회

의, 운영위원회 
이아란 회계 서무, 회계
김지건 주임 시설관리
이종인 주임 순환버스 운행, 기관 환경 정비
이귀영 조리사 식당 운영

성명 직책 담당업무 비고
박미림 팀장 지역조직팀 총괄, 파파드림, 아이나래, 운수골축제, 볼런투어
정승일 사회복지사 나눔가게‘정담’, 반찬가게‘자연애’, 남성장애인공동체‘아모사’,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세잎클로버‘

성명 직책 담당업무 비고
박혜진 과장 사회참여팀 총괄, 권익옹호 교육, 정보화 교실
최원영 사회복지사 서예교실, 연극교실, 백일장 및 사생대회 공모전, 영상 및 유니

버셜 디자인 공모전, 후원사업
정원영 사회복지사 계절나들이, 장애이해교육, 볼링교실, 홍보사업, 자원봉사사업,

전상진 사회복지사
장애인식개선 삼삼오오 서포터즈 구축, 장애인식개선 자체 캠페인 
및 연합 캠페인, 장애이해교육, 미술교실, 배드민턴교실, 장애이해
퀴즈쇼! 도전골든벨

강예진 사회복지사 문화·공연 관람, 한글교실, 사물놀이교실, 등산모임, 탁구교실, 무
용교실

 업무지원팀

 
 가족복지팀

 지역조직팀

 사회참여팀



성명 직책 담당업무 비고

장보람 팀장 자립지원팀 총괄, 미취학 발달장애지연 아동 학교-사회 적응 프로
그램 ‘Step Up School', 장애인 일자리사업

허혜진 직업재활사
적응지도, 취업자간담회, 직업교육 ‘Produce Ten’(직업준비훈련, 
사업체 현장실습, 사업체 간담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 부
모교육 등)

김용운 직업재활사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개인사회성훈련, 일생생활훈련, 지역사
회적응훈련, 연대사업, 작업활동, 직무훈련 등)

성명 직책 담당업무 비고

박유정 팀장 사례지원팀 총괄, 장애인 사례지원사업, 상담, 통합사례회의, 솔루션
회의, 지역 네트워크, case conference 및 교육, 기관견학

박란진 사회복지사 장애인 사례지원사업, 상담, 통합사례회의, 지역 네트워크

성명 직책 담당업무 비고

백승희 사회복지사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인지학습훈련, 보건서
비스, 신체발달훈련, 특별활동 ,가족지원, 회계 및 행정

김남조 사회복지사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인지학습훈련, 보건서
비스, 신체발달훈련, 특별활동 ,가족지원, 행정

성명 직책 담당업무 비고
서한결 팀장 재가복지팀 총괄, 재가 상담,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 등

김하늬 사회복지사 목욕사업,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보급사업 “셀프맘, 굿맘”, 
자립형공동생활가정 지원 컨소시엄 사업,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황여진 사회복지사
세탁사업, 한방진료, 결연후원 및 물품후원, 의료소모품 지원, 사상보건
소 연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건강증진교실, 취미여가교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보급사업 “셀프맘, 굿맘” 

김주희 사회복지사
보장구 수리⦁대여, 보장구 전문지원(무상점검 및 세척, 보조기구 지원사
업 등), 집수리 사업, 이미용 서비스, 인권교육, 산부인과 검진, 장애유형
별 가족나들이, 명절대회, 재사용보조기기 연계사업

서정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지원
황옥녀 목욕지원 장애인 여자목욕 지원

 재가복지팀 

 자립지원팀

 사례지원팀

 주간보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