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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화) 264호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 1200만 원 기부

할머니와 ‘천연제품’ 만들어요
여름방학 동안 강남구 어르신 공동작업장(삼성동 봉
전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천연 화장품 등 친
환경 생활제품을 직접 만드는 특강을 운영한다.
•모집대상 : 지역주민 (어린이 참여가능)
•모집기간 : 8월 7일~ 8월 23일
•교육일시 : 기간 내 오후1시~2시
•모집인원 : 회당 15명 (선착순 모집)
•체 험 비 : 회당 10,000원
•신청방법 : 전화 접수(강남구어르신공동작업장
☎ 02-508-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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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집안 곳곳에서 동전을 찾아 모아서 강
남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지난 4월부터 45일 동안 관
내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아이들은 집에서
잠자고 있던 각종 동전들을 모아 1200여만 원을 기부
했다. 이 모금액은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
치하면 기부할 수 있는 희망 복지 단말기도 설치해

원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누구나 동전을 기부할 수 있도록 구청사

‘제26회 강남구민의 상’ 후보자 추천

8.23 향기정원 디자인

노인복지과 권정경 3423-5914

구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행
복한 강남, 따뜻한 강남’ 만들기에 앞장 선 ‘제26회 강
남구민의 상’후보자를 찾는다. 오는 8월 1일부터 31
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요건심사, 공적사실 확인 및
강남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
정,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남을 빛낸

평생학습의 날 ‘4W 러닝데이’ 행사 안내
‘4W 러닝데이(4th Wednesday)’는 넷째 주 수요일을
평생학습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언제(Whenever),
어디서나(Wherever), 누구나(Whoever), 무엇이든
(Whatever) 배울 수 있다는 의미로, 아래와 같이 8월 행
사를 진행하니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시간
8. 23.(수)
09:00~
18:00
8. 23.(수)
10:00~
11:30

복지정책과 이하기 3423-5765

본관 1층에 희망동전 모금함을 설치했고, 카드를 터

※ 정원 미달 및 상황에 따라 수업이 변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사명
‘감성육아코칭’
맘&베이비 부모
교육 특강
4W 러닝데이
나눔예술제
(하모니카,
클래식기타 공연)
분야별
청각장애인 전문가
초청 특강
‘뷰티풀 체인지’
네일아트 작품
전시회

손쉽게 기부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소

비고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전화접수
(2040-1741)

대치노인
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전화접수
(564-0108)

전화접수
8. 23.(수)
청음회관
14:00~
556-3493
4층 강당
18:00
(내선304)
8. 23.(수)
능인종합
문의
10:00~
사회복지관 (571-2989)
16:00
전화 및
8. 23.(수)
‘김나정’ 작가초청
개포도서관
방문접수
10:00~
강연회
1층 시청각실
12:00
(3460-8242)

숨은 공로자를 찾는 일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추천대상 : 강남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관
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
•시상부문 : 총 13개 부문
구민대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개인, 단체), 모범 청소년상, 모범 납세상(개인, 단체), 아름
다운 기부상(개인, 단체), 통일안보상(개인, 단체)
•추천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첨부 양식 작성 후 각
부문별 관계기관(단체)장 또는 강남구민 15인 이상의 추천
을 받아 자치행정과(☎3423-5198) 또는 동주민센터, 전자
메일(black-c@gangnam.go.kr)로 접수
자치행정과 조은형 3423-5198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배출해요!

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버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은 동물의 먹이가 될 수

꼭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수박 껍질은 딱딱하지만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딱딱한 뼈

수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잘게 썰어 음식물 쓰레기

나 가시, 어패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로 버려야 한다.

리는 경우 벌레가 생기거나 악취가 발생하니 물기는

청소행정과 윤석용 3423-5982

또한 비닐, 꼬치, 스티로폼 등은 철저히 제거 후 분리

음식물쓰레기

• 일반적으로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
• 수박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 배추, 무 등 물기가 많은 음식
물은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

일반쓰레기

교육지원과 하선영 3423-5282

• 생선뼈, 가시, 닭뼈, 족발뼈 등
• 달걀 등 알 껍데기
•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 껍질
• 옥수수 껍질
• 조개, 고막 등 어패류 껍질
• 복숭아 등 핵과류 씨
• 파인애플, 호두 등 단단한 껍질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당신이 있어 강남이 따뜻합니다
2017년 6월 한 달동안 1.513분께서 성금 9천 6976만 원을, 4개 단체에서 물품 총 1억 227만 원 상당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남구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6.1.~6.30 신규로 후원해주신 분
성금 후원해주신 분 : 국지선, 김예하, 김윤미, 박재철, 변혜림, 서연주, 송명주, 이정일,
이해인, 이현준, 이홍준, 익영신, 최미영, 홍지수, 황인향, GKL사회공헌재단
현물 후원해주신 분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광림섬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봉사단
■2017년 6월 후원금 사용내역
2017년 6월 한달간 13개 사업으로 3억 23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위기가구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총 94명에게 51,725천원을 지원
● 희망키움·꿈나래통장 탈수급 지원 : 136명에게 6,505천원을 지원
● 저소득 자녀 교육비 지원 : 수업료 68,213천원, 급식비 24,791천원, 교과서대 10,220천원, 교복비 29,396
천원, 소규모테마 11,700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 995천원 등 총 428명에게 145,315천원을 지원

● 소외계층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기숙사의 생활개선을 위해 16,540천원 지원, 도곡2동 저소득 주민들
의 생활지원을 위해 1,600천원을 지원
● 후원품(서비스) 지원 : 생활용품 및 식료품 440개(3,010천원 상당), 저소득주민 177명에게 무료건강검진
(95,934천원 상당), 운전면허교육 지원(6월/1명 600천원), 남성정장 상의 91벌(2,730천원)지원 예정
※ 강남복지재단 모금내역 및 배분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금된 금액은 재단의 인건비·운
영비로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사업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성금후원 : 금액에 관계없이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가능(물품 후원도 가능)
● 후원절차 : 후원의사 → 후원신청서 제출 → 정기·일시 후원 → 지원대상자 배분(강남복지재단)
● 일시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44676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 후원문의 : 강남복지재단(☏02-3446-1567~8), 강남구 복지정책과(☏02-3423-6013),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02-6053-0301)
※ 모든 후원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elfare.gangnam.kr/) 에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