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생활지원팀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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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인 소식

■6/22일~6/23일 민동혁, 이종혁, 박상현, 이미루, 이민석군 한국스카우트 뒤뜰 야영에 

  참가 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저소득장애인 암보험지원사업 박지인, 한인수 대상자 선정되어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박상현군 푸르메재단 SPC 특기적성

  교육비 장애어린이.청소년지원으로 댄스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7/14일~15일 이민석 은평감리교회 여름성경캠프참가로 개별외출 다녀왔습니다.

■7/21일 이종혁,이민석 한국수태권도장 원마운트워터파크 여가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7/24일 은평대영학교 방학기간: 7/24일~8/19일 진행됩니다.

■7/25일~27일 이종혁 KB희망캠프 참가 했습니다.

■7/30일~8/10일 은평대영학교 여름방학중 특별P/G 진행합니다. 

  미술-민동혁/ 체육-임준서, 박상현/ 제과제빵- 이종혁, 이민석, 이미루

http://changel.kr

■서부교육청지원사업 평생네트

워크사업으로 '남다른 조물딱 특별한 
조물딱'에 이용인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
다.

■2018년 8월 2일 2018년 KIADA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가능한
춤 여름' 공연에 잘 참가 하였습니다. 
2018. 08.01~08.05 대한민국장애인국
제무용제사진전시회도 진행됩니다.

■이미루군 고등부 3학년에 

재학중에 있으며 종로장애인종
합복지관 진로직업교육 및 직장
체험에 참여하여 수료하였고 엔
젤스헤이븐 ‘누야하우스’2주
간 직업실습에 참가하였습니다.

■2018 재활승마 3학기 8/17~9/14 한인수, 이준원, 양종모, 안성필군 참가 합니다.

■8/13 2층(화평집) 가족여행 다녀 올 예정입니다
■8/14 박주찬, 박창범, 김청명, 한인수씨 개별외출 다녀 올 예정입니다

  8/14 'SUP 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강에서 즐기는SUMMER LEIURE SPORTS'

       이종혁, 박상현군 다녀 올 예정입니다
■8/17 양종모, 박지인, 민동혁, 임준서군 동해바다를 다녀 올 예정입니다.

■8/18 신성덕, 우태호, 한인수, 김용근, 김동운씨 늘봄농원등 다녀 올 예정입니다.

 8월 일정

또 다른 소식

춤추는 은평재활원 남다른조물딱 특별한조물딱 진로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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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 소식

 
  ■개원예배 일정은 추후 공지 될 예정입니다.
  

  ■6월28일 2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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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개축완공으로 이용인들이 본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8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서 사업 
선 정 으 로  ' 쉼 이 있 는 

따뜻한정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천사사업장에 수확한 고추와 방울
토마토 등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5일 드디어 본원의 완공검사가 완료되어 7월 6일 이사하였습니다.
     ■7월 13일 박주찬, 박창범, 이명호, 신종민, 신성덕, 김동훈씨 본원의 생활지원팀으로 원효 외 
       4명 뉴아름빌과 경남아파트에 자리한 자립지원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은평재활원 본원  

조경 사업 

기부천사 사업장

은평재활원

또 다른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