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말하는! 소통하는! 행동하는! 협회”

수신처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제10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우수 사회복지사 표창 선정 결과 안내

        1.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사협 2014-092(2014.2.17)와 관련입니다.

        3. 본 협회가 개최하는‘제10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서 귀 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수상자로 선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귀 시설(기관)

의 수상자가 본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4년 제10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나. 일    시 : 2014년 3월 19일(수) 13:30 ~ 18:00

          다. 장    소 :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

          라. 내    용 1) 1부. 기념식 및 우수사회복지사 표창 (13:30 ~ 15:50)

                       2) 2부. 공연(뮤지컬‘우연히 행복해지다’무료관람) (15:50 ~ 18:00)

                       3) 경품 추첨 및 기념품 증정

          마. 안내사항 1) 수상자는 12시 30분까지‘수상자 접수대’로 도착 요망

                       2) 단체출발 교통편은 각 지역의 시‧군지회로 문의

                       3) 불참시 대리수상자 참석 요망

          바. 담 당 자 : 이주희 과장(☎031-252-7554)

붙   임 1. 우수 사회복지사 표창 수상자 명단 1부.

        2. 20개 시‧군지회 연락처 1부. 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수신자: 우수 사회복지사 표창 수상자 121명.

★과장 이주희                   부장  김선식                          회장  조승철

협조자   

시  행 경기사협 2014-150 (2014. 3. 11) 접수 ( )

우 442-8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75-1 호산나빌딩 2층 / 홈페이지: http://kg.welfare.net

대표전화 (031)252-7554 / 전송 (031)257-3323 / 이메일 kgasw@hanmail.net



훈  격 순번 성  명 소 속 직위 지역

경기도지사

1 가진순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팀장 의왕시
2 강지연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팀장 고양시
3 권기용 영락경로원 원장 하남시
4 권순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안양시

5 김경이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순환보호작업장 시설장 양평군

6 김기수 남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 남양주시
7 김윤석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시설장 안양시
8 김정환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안산시
9 김태영 서호노인복지관 팀장 수원시
10 박현승 봄날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가평군
11 박현주 김포수산나의집 복지부장 김포시
12 방애심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안양시
13 서향숙 버드내노인복지관 과장 수원시
14 송언경 신망애이룸터 부팀장 남양주시
15 신문영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팀장 구리시
16 신희정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과장 광명시
17 엄기성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과장 남양주시
18 육언태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부장 고양시
19 윤현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 의정부시
20 이건일 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평택시
21 이기철 상대원1동복지회관 관장 성남시
22 이병환 엘리엘동산 사무국장 이천시
23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성남시
24 이재홍 단원구노인복지관 부장 안산시
25 이종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동두천시
26 이준경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팀장 남양주시
27 정창열 가평군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가평군
28 정신화 샘물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이천시
29 조승연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안산시
30 최샘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팀장 남양주시

붙   임 1.

우수사회복지사 표창 수상자 명단



훈  격 순번 성  명 소 속 직위 지역

경기도의회의장

1 김도묵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관장 남양주시

2 김미정 이천시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이천시

3 김미정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팀장 성남시
4 김선영 구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팀장 구리시
5 김선정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팀장 안산시
6 김소영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리 수원시
7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요양원 원장 수원시
8 김영식 유당마을 사무국장 수원시
9 김준식 더숲 대표 수원시
10 김지수 수지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용인시
11 김혜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성남시
12 류승용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안양시
13 문승주 버드내노인복지관 부장 수원시
14 박승일 의정부시알코올상담센터 팀장 의정부시
15 배승룡 신곡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의정부시

16 원대호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부설

동부노인복지센터
팀장 남양주시

17 유경호 김포수산나의집 원장 김포시
18 유진희 국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평택시
19 윤대중 동두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동두천시
20 이  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수원시
21 이기일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성남시
22 이유미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부장 남양주시
23 이은하 신망애재활원 팀장 남양주시
24 이주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과장 수원시
25 이형주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센터장 김포시
26 장명찬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원장 수원시
27 장연수 서호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수원시
28 전미순옥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부장 안산시
29 정성기 부천시상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부천시
30 황승룡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과천시

우수사회복지사 표창 수상자 명단



훈  격 순번 성  명 소 속 직위 지역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1 강경석 과천시노인복지관 과장 과천시
2 공태영 만나복지원 사무국장 안산시
3 곽유미 베스트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이천시
4 김상근 서호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수원시
5 김영미 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평택시
6 김원기 경기도의회 도의원 수원시
7 김종필 사단법인 정다우리 사무총장 군포시
8 김철종 호세아동산 사회복지사 남양주시
9 김태웅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원 용인시
10 김태현 세광정신요양원 주임 용인시
11 김홍식 신망애재활원 팀장 남양주시
12 박동희 소망의동산 시설장 광주시
13 박주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리 수원시
14 안선명 버드내노인복지관 과장 수원시

15 양병춘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무한돌봄북부네트워크팀 팀장 오산시

16 이보람 안성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안성시
17 이재선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팀장 안산시
18 이정근 뽀뽀뽀유치원 이사장 파주시
19 이주영 연천군장애인심부름센터 팀장 연천군
20 이지혜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과천시
21 임재정 산성동복지회관 선임사회복지사 성남시
22 장은영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회복지사 안성시

23 전윤주 여주시노인복지관
무한돌봄강남네트워크팀 팀장 여주시

24 정명희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양시
25 조소영 무봉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수원시
26 조학수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성남시
27 조해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안양시
28 최재학 사단법인 은혜재단 대표이사 양평군
29 최정화 연무사회복지관 부장 수원시
30 홍지연 우리함께웃는신흥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성남시

우수사회복지사 표창 수상자 명단



훈  격 순번 성  명 소  속 직위 지역

경기도사회복지사
협회장

1 강인식 세광정신요양원 주임 용인시
2 곽순호 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사회복지사 화성시
3 김경숙 경기도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자문위원 수원시
4 김석원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안산시
5 김성빈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동두천시
6 김윤희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의왕시
7 김은아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안산시
8 김태동 김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포시
9 김화경 무봉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수원시
10 노영신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수원시
11 박선영 행복꿈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동두천시
12 박영식 호세아동산 사회복지사 남양주시
13 박종훈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안양시
14 박찬미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원 수원시
15 배한선 안성시자원봉사센터 행정실장 안성시
16 서빛나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과천시
17 심수연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원 용인시
18 안병채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팀장 성남시
19 오영희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무국장 광명시
20 원진아 버드내노인복지관 주임 수원시
21 유별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임 수원시
22 이순옥 금오요양원 사무국장 의정부시
23 이연숙 구세군과천요양원 과장 과천시
24 이영은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사 이천시
25 장정희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시흥시
26 장지훈 노인요양시설 푸른초장 시설장 안산시
27 정연표 경기도 노인복지과 주무관 수원시
28 정영희 희망복지센터 원장 동두천시
29 조수경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성남시

30 조종술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포시

31 최광미 동방아동재활원 사회재활교사 평택시

우수사회복지사 표창 수상자 명단



붙   임 2.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시·군지회 현황
2014년 3월 현재 (개설순)

NO 지회명 사무국장 주소 전화(031) 팩스(031)

1 성 남 시 이정진(간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42번지 

제일프라자 207호
757-7547 756-3573

2 수 원 시 김미희(간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68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2층
244-5245 234-5245

3 안 양 시 한아름(간사)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39

부흥사회복지관내
382-7557 382-7434

4 용 인 시 박인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1 아트프라자

411호
275-2874 275-4248

5 의정부시 김창우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대학교내 

에벤에셀관424호
870-3611 528-5232

6 평 택 시 허미랑 평택시 합정동 776번지 3층 691-6662 624-4474

7 파 주 시 정충만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0-9번지 945-8960 949-8821

8 가 평 군 엄인웅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581-2518 581-2519

9 남양주시 도미옥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972번길 

17번지
594-6644 593-6688

10 양 평 군 유선영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581-1

은혜의집내
771-1777 771-1362

11 양 주 시 박상화 양주시 덕정동 219-12번지 2층 861-7801 864-8481

12 동두천시 이정헌
동두천시 상패동 122번지 시민회관내

2층
867-5000 868-1233

13 과 천 시 박규진 과천시 중앙동 17-4번지 2층 02-504-1441 02-507-6900

14 안 산 시 장지훈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내
402-9508 696-6144

15 이 천 시 원은정
이천시 남천로31 종합복지타운 

지역복지협의체내
634-2660 637-2660

16 안 성 시 박찬수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05-1 652-5085 653-5083

17 하 남 시 김일화 하남시 신장동 105-4 5층 은혜교회내 010-8914-2804
0502-777

-6485

18 고 양 시 정선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문촌9사회복지관내
917-0202 917-7004

19 구 리 시 최길수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50 556-8100 556-6052

20 오 산 시 노상은(부회장) 오산시 서동 492 로뎀실버텔내 376-2750 373-5698

 ※ 위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지회가 없을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참석여부 연락바랍니다.
   (Tel : 031-252-7554/ Fax : 031-257-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