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 활 지 원 팀  소 식 지
모든 가정에 축복과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은평재활원은 이용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용인 소식

■8월 13일 2층 이용인 경기도 장흥계곡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박주찬군 일산 아쿠아 플라넷 개별 외출 다녀왔습니다.

■8월 16일~18일 2박 3일 박상현(육상), 이종혁(인라인), 이민석(육상)

   제 14회 스페설 올림픽 코리아 전국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8월 17일 이종혁, 박상현 SUP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강에서 즐기는 썸머레져스포츠 

   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안성필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나눔과 꿈’ 사업 선정으로 취업프로젝트 그린내 

   직업재활시설 봉사활동, 도예활동, 지역사회 적응훈련P/G 진행중입니다.

■2018 하반기 이대인턴음악치료가 양종모, 박지인, 우태호, 함지우군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합니다. 

http://changel.kr

■9월 13일 이미루, 이민석, 이종
혁, 신종민군 강화도로 소규모 여행으
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18일 강강술래 늘봄농원 나
들이 다녀왔습니다.

■10월 4일 천사데이로 바베큐파티 진행합니다.
■10월 8일 부모회 교육 및 간담회 17시에 진행합니다.

■10월 6일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합니다.
■10월~12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사업으로 자립프로그램 진행합니다.
■10월 25일~26일까지 페이스릴리와함께하는바자회 진행합니다.

10월 일정

또 다른 소식

 소규모 가족여행 및 개별외출

8.9월

■8월 17일 양종모, 박지인, 임준
서, 민동혁 강원도 속초해변으로 소규
모 바다여행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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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10월부터 이종혁, 신종민군이 2018 코비에셋 장애어린이, 청소년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컬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 9월 1일 신규입소 우태호군 은평대영학교 유치부 및 돌봄 교실에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최초 서울시 무장애건물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9월27일 2018년 3분기 운영위원회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은평재활원 종사자 윤리교육을 진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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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과 함께하는 추석명절나눔

■추석을 맞아 식구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서로의 솜씨를 뽐내며 만두도 빚고, 
전도 부치며 명절의 풍성함을 음미하고 
‘한가위 큰잔치 윷놀이 대회로 떠들썩하
게 가족으로서의 단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특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
다.

바 자회

한가위 큰잔치 '윷놀이 대회'

또 다른 소식

■9월 14일 뽀로로와 은평재활원이
   함께하는 바자회가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