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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 소식

■3월 2일(금) 은평대영학교 개학식 및 입학식에 박
상현 중학교 3학년, 이미루 고등학교 3학년, 이민석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며 민동혁, 임준서, 이종혁
군이 중학교 1학년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3월 19일(월) 은평대영학교 방과후학교 개강하
여 이민석-스마트교실, 이미루-요리, 박상현, 이종 
혁-바리스타, 임준서-뉴스포츠, 민동혁-난타교실
에 참여합니다.
■안성필군 서대문종합복지관 ‘나눔과 꿈’프로그램
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준원, 한인수, 함지우, 안성필, 양종모씨가 3월
부터 마사회 재활승마 단체체험반 활동에 주 1회 참
여합니다.
■안성필군 '나눔과꿈' 서대문종합복지관 연계사업
에 참여합니다.
■이민석군 3월부터 종로복지관 연계로'드림하이'
에 참여합니다.

http://changel.kr

■ 3월 19일(월) 은평재활원 개원 38
주년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법인 조규
환 명예회장님, 조준호 상임이사님. 은
평재활원 윤경숙 명예원장님, 하성도 원
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이용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참빛교회 박정기목사님께
서 설교말씀을 전해주셨고 모범직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상하신 
이진명, 이수진, 유명숙 선생님 축하드
립니다.

■3월 13일(화) 박상현 외 7명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3월 4일(일) 평창동계패럴림픽 성
화봉송 주자로 은평재활원 이용인과 함
께 참여하여 하나된 열정으로 평창동계
패럴림픽 성공을 기원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개원 38주년 기념예배 

 3 월

모든 가정에 축복과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은평재활원은 이용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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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 3월 22일 CJ나눔재단 신입직원의 봉사활동이 이용인과 함께하는 서오릉 나들이로 진행되었습니다. 
  ■ 4월 11일(수) CJ헬로봉사활동, 4월 13일(금) 나눔재단, 4월 25일(수) 네오플럭스임직원 봉사활동        
     진행됩니다.
  ■ 4월 18일(수)~19일(목) 한화꿈에그린 도서관 봉사활동 및 개관식 진행됩니다.
  ■ 4월 20일(금) 봄봄축제 장애인의날기념식, 놀아봄행사 진행됩니다.

■ 3월3일~4일 '춤추는 은평재활원' 서강대메리홀에서 
평창문화올림픽 참여하였습니다,

은평재활원 신축 관련하여 후원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 자녀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새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바랍니다. 

 예금주:은평재활원
 계   좌:신한은행  100 – 029 – 107884/ 은평재활원   
           신한은행  100 – 031 – 052205/ 은평재활원(CMS계좌)  

■ 3월16일(금) 은평재활원 증개축
기금마련 '뽀로로와 함께 하는 바자

회', 장애인식 캠페인을 응암역에서 진행 했습니다.

■ 현재 32호점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부천사 사업장 
앞으로도 화이팅~!!

‘기부천사매장’현판으로 지역사회 내
 작은 기부문화 정착에 함께 해요~

■ 1~2월 혹한기로 인한 공사기
한이 3월 20일에서 4월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은평재활원 증개축현장에 생
활지원팀 직원들과 이용인들이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은평재활
원이 어떻게 완성이 될지 궁금하
여 질문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뽀로로와 함께 하는 바자회

기부천사 사업장

은평재활원 증축공사 현황

또 다른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