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방향 설정
1. 경기문화재단 설립목적 및 미션·비전
설립목적

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제1조)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미 션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

비 전

경기도민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 플랫폼 구현

2. 사회공헌활동 추진 방향
ㆍ‘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ㆍ누구나 소외 없이, 다양한 대상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여 양극화 현상 해소와
균등한 기회 제공

 기부 프로그램 운영

➊ 문화이음 현장모금

1. 문화이음 모금 활동
<문화이음이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펼치는 범국민 문화예술 기부캠페인

ㆍ광역문화재단 최초 모금전담 조직 설치 및 추진
ㆍ재단 임직원이 회원의 50%로 주축으로 기부활동 추진
ㆍ각종 재단 행사시 임직원이 현장모금 부스를 운영하여 기부 독려➊
ㆍ기부금은 예술가 발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기업-지역사회를

➋ 기부금 지원 내역 발췌

➋

연계한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 지원

2. 네이버 해피빈 월급 끝전 모금 활동

 스마트 체험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공헌활동 추진
<스마트 체험교육 콘텐츠란?>
재단이 보유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교육과 확산을 위해 AR,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

➌ 아주대학교병원 병원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키트를 제작

1. 아주대학교 병원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➌
ㆍ2년간 지속적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소아병동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마케팅팀·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담당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교육 인형극
<감투 쓰고 소가 된 농부> 공연 및 VR 체험 프로그램 <곤충은 숨바꼭질 대장> 운영

➍ 파주DMZ내 찾아가는 체험
사회공헌 활동

2.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사회공헌 운영➍
ㆍ경기도미술관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경기도 파주 DMZ 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체험교육 제공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구축

➎ 유기동물 보호 봉사 동호
회 ‘동행’ 연계 사회공헌

1. 유기동물 보호 봉사 동호회 활동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➎
ㆍ재단 유기동물 봉사 동호회 ‘동행’ 프로그램 신설
-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기문화재단 유기동물
봉사 동호회 ‘동행’ 봉사 지원
- 재단 내 동호회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 및 활성화 독려

➏‘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2. 2018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➏
2018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8.11.23(금) 14:00~17:00
참여인원: 총 70명 (경기문화재단 30명·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30명·kt wiz 10명)
김장 배부 시설명

구분

배부 박스 수량

1

경동원

아동양육시설

48

2

동광원

아동양육시설

35

3

꿈을 키우는 집

아동양육시설

37

4

수봉재활원

장애인재활시설

30

ㆍ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임직원 참여 확대
- 임직원 자발적 참여 접수 및 먹거리 존 운영 등 재능기부 참여
- 배추김치 총 1500kg (10kg들이 박스 150개) 김장 후 관내 아동보육시설·재활원에 배부
ㆍ경기문화재단의 위치한 지리적 입지를 살려 주변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추진
-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 kt wiz, 수원시청 복지허브화추진단
3. 전곡선사박물관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확대
ㆍ아슐리안회 결성 및 활동
- 전곡선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단체 운영
ㆍ지역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조청 만들기
- 내

용 : 직접 재배한 농산물 등으로 조청을 함께 만들고 판매하여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

ㆍ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만두도 빚고 마음도 빚어요
- 내

용 :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 전통 문화에 아직 낯선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만두와 만두국을 만들어 정을 나누는 행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