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리하나마을
커뮤니티

아동 커뮤니티 : 북한이탈아동 간의 공동체 

활동(운동, 체험, 여가문화)

부모 커뮤니티 : 북한부모, 남한부모 

공동체 활동(정서지지, 체험, 여가문화)

지역지원

협의체

남북하나

마을

울타리

북한이탈가정을 지원하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북한이탈가정 이해도 향상 

교육, 공동사업

*  참여기관 : 드림스타트양천센터, 

   봉영여자중학교,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은정초등학교,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교육복지센터,   

   양천구청, 더불어함께 새희망,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남부하나센터,

   탈북민취업지원센터

    (2020년 9월 기준)

찾아가는

학교사업

학교 네트워트 구축, 학교 관계자 북한이탈 

학생 이해도 향상교육, 학교 연계 프로그램

캠페인
북한이탈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마련을 

위한 캠페인 활동

성과 발표 성과보고서 제작 및 성과 공유회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중앙로36

Tel 02-2603-1792   Fax 02-2603-7328 

홈페이지 www.shinjung.or.kr

우리는 지역주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습니다.

북한이탈가정지원사업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주민 스스로 

변화에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여 또 다른 공동체를 돕는 

것입니다.

통합지원 모델 확산 프로그램

주요사업 세부내용
Misson

미션

Vision
비전



두리하나마을사업은 북한이탈아동과 가정이 마을 이웃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기간 2020년 7월 ~2021년 6월

• 참 여 자   북한이탈가정, 남한 멘토, 지역지원

협의체 유관기관, 학교, 지역주민

• 사업내용  아동 및 가정 맞춤형 지원, 마을멘토 

양성, 핵심 리더자 구축, 지역연계형 

통합지원 모델 확산

• 지 원 처 아산사회복지재단

두리하나마을사업 소개

아동 및 가정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을 멘토 양성 프로그램

멘토링

활동

아동 멘토링 : 주 1회 / 학습, 생활, 진로, 

여가, 심리정서 지지 활동

부모 멘토링 : 월 2회 / 남한 문화 공유, 자녀 

양육 기술, 지역사회 이해, 심리정서지지 활동

가족 멘토링 : 월 2회 / 가족 간 정서 나눔, 

가족여가 문화 활동

아동

캠프

북한이탈아동과 아동 멘토와의 친밀감 

향상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부모

교육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 기술 습득, 남북 

부모 양육방법 차이 이해 교육

워크샵 북한이탈가정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활동

심리검사 

및 치료

심리검사(정서, 대인 및 가족관계 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개별상담, 

부모상담

소원

캠프

가족의 소원을 이뤄주는 가족 추억 만들기 

활동

대상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주민

멘토 구분 아동멘토 / 부모멘토 / 가정 멘토

활동

워크샵 / 역량강화교육(북한이탈가정 

및 멘토링 활동에 대한 이해도 교육) / 

간담회 / 수료식

구분 세부내용 주요사업 세부내용

핵심 리더자 구축 프로그램

대상 북한이탈가정, 아동멘토, 부모 멘토 

활동 내용

워크샵 : 핵심리더자 간의 친밀감 도모를 

위한 활동

리더 양성 : 리더쉽 향상 교육, 참여 가정 

상담,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회의

주요사업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