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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 신청 신청 시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기입요망.(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신청안함

후원분야
■ 무료급식사업

■ 아동청소년복지사업

■ 노인복지사업

■ 법인운영 및 전체사업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는
2008년 설립되어 어르신복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무료급식사업,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사업에
힘써왔습니다.

■ 장애인복지사업

2020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인증법인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인 투명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사회복지 전문법인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월 정기 후원금액
■ 1만원

■ 10만원

■ 3만원

■ 기타 (

원)

■ 5만원
□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와 신청자의 관계

□본인 □가족 □기타(

)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1년 8월에 법인 명칭변경을 진행하여,
자매단체인 사단법인 유니월드, 그리고
국제구호개발 NGO인 유니월드인터내셔날과
함께 단일 명칭의 복지브랜드로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모델적인 복지공동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매월 1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면 다양한 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유니월드의 기업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기업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후원하시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 신용카드
카드사

CMS 자동이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후원하기 클릭 ▶ 내용작성 ▶ 신청완료
후원신청서 작성 ▶ 팩스 발송 (070-7207-3596)

카드번호
월 /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년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

■ 동의 시 체크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출금 이체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동의 시 체크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되며 유니월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마지막 기부 시점 이후 5년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Contact us.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 02. 2664. 0682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3길 65, 비전센터 6층(등촌동)

가양대교

유효기간

온라인 후원 신청

유니월드

홈페이지 접속 ▶ 해피빈 클릭 ▶ 정기기부 or 모금함 기부

강서구청 사거리

무통장입금(후원계좌)

www.uniworldwf.org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 우리은행 1005-101-616244
w

w

w

.

u

n

i

w

o

r

l

d

w

f

.

o

r

g

어르신복지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요양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 여가문화복지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족, 전 세계를 향해
가족의 사랑으로 생명살리는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복지공동체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중증의 요양대상자에게
전문적 케어서비스 제공
의료지원, 일상생활, 정서지원, 인지/사회심리재활, 연계행사

사랑의밥차 무료급식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에게 매주 1회
무료급식(연간 12,000명), 비대면의 경우 대체식료품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써 재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파견사업

방문요양 – 신체,일상생활,가사,정서지원
SOS돌봄 – 퇴원 후 긴급지원 돌봄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이웃사랑 실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종합적,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센터

기업 및 단체, 개인봉사자의 후원 및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소외계층(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사회 장애인캠프, 연합행사/발달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청각장애인 및 가족(코다) 결연

송영, 신체기능/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가족지원 및 상담,
복리후생, 특별행사 등

아동복지

장애인 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애인(지체, 청각, 발달장애인 등)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의료비, 생필품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쾌적하고 넓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제공(청소년정신건강증진, 독거어르신자살예방,
장애비장애 복지공동체 구축, 사할린세대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조직화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지역기반형 여가복지시설로써 어르신 생활 및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 지원

영유아보육시설로써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차세대리더 양성

상담 및 정보제공, 정서함양, 사례관리,
건강증진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표준보육과정교육, 자연친화 생태보육, 특별활동(영어, 음악, 체육),
특색프로그램(프로젝트수업, 리더십스피치), 자유놀이 등

Mission 미션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가족사랑을 실천하여, 소외된
이웃의 생명적 가치를 높이며 하나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갑니다.

Vision 비전
·
·
·
·

역량있는 사회복지법인
통합적 전달체계로써의 사회복지사업 전개
도전을 통한 선도적 복지영역 개척과 경영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및 인증법인의 모델

Core value 핵심가치
·
·
·
·

사명성
투명성
전문성
지속성

:
:
:
:

기독교사회복지의 사명과 소명
정직하고 투명한 운영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
지속가능 전략적 가치사업화

가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