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참여 안내
○ 일반후원: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복지사업 후원
○ 결연후원: 어려운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금액 후원

자원봉사 안내
○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
○ 어르신 일상생활 동행 (병원 등)
○ 재능기부(도배,집수리,홈페이지 관리 등)

○ 지정후원: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후원

○ 행사지원

발행처: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발행인: 마 정 욱 편집인: 서 재 원 디자인: 성 지 예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3길 29-7(구산동 17-33)(3층) 전화: 02)389.9712-4 팩스: 02)389.9718

○ 물품후원: 쌀/식품/의류/가전 등 생필품 후원

○ 행정지원

메

일: e3899712@naver.com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e3899712 (소식기 간 : 2015년 10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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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행동.....!
[생각] :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음. 또는 그런 마음.
[행동] :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
TV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며 애처로운 생각이 드는 것이 누구에게나 드는 생각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좋을까, 도와주는 사람은 없나? 도와주고 싶네” 등의 생각만 할 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많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큰돈을 바로 송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화 한 통화로 1천원을 후원하는 사람도

“은빛누리”는

국민은행 429501-01-474833
신한은행 100-029-626990
우리은행 1005002-406241

어르신들이
살아가시는

[예금주: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세상이야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한 것을 행동했다는 점이며, 바로 이 글을 읽으시는

후원자님 이십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 저희 어르신들께 사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어르신들께서 잘 지낼 수 있으셨으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아직 살아 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님처럼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지인 분들께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동봉되어 있는 ‘기관리플렛’과 ‘후원신청서’를 보내시어, 후원자님께서 하고 계신 좋은 일을 알려 주시며,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할 수 도록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2015년도 감사했으며 2016년 새해가 벌써 시작 되었지만 올 한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직원 일동

[버스]
702A / 702B / 751 / 8774
(구산중학교ㆍ구산교회 하차)
571 / 753 / 7715
(구산역 2번 또는 3번 출구·예일여고 하차)
752 / 7613 / 7720 / 7722 / 9701
(역촌중앙시장 하차)
[지하철]
6호선 구산역 3번 출구
(예일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도보 5분)

♥♡ 나눔이 있는 따뜻한 겨울 ♡♥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사랑교회에서 쌀 10kg 100포, 대한예수교장로회 응암교회에서 내복 10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서문교회에서 선물세트 168개, 동부화재에서 식품키트 50개, 서울특별시와 은평구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겨울의류 385점, 수국사에서 팥죽 800개를 후원받아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나다 순)

“은 빛 누 리 이 야 기”

- 재능으로
재능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실천합니다. ○ 후원품 전달

2015 행복한 미소, 장수사진
10월 8일 센터 지하 교육실에서

러브 하우스
10월 24일 갈현동 백oo 어르신댁

“영양만점 식사지원”
도만스쿨 어린이집의 후원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총 50분을 모시고 벽에 곰팡이가 나고 장판이 찢어질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남성독거어르신
장수사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때 마다, 색과 모양이 다른 벽지와 1분께 매주 2회씩 밑반찬 서비스가
장수사진 촬영을 하며, 어르신들의 장판을 얻어 오셔 조금씩 덧대어 제공되었으며, 서문교회의 후원으로
장수를 기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집안이 지저분하였지만, ‘양광감리교회 6분의 어르신께 매월 2번씩 밑반
습니다.

봉사부’의 후원 및 봉사로 벽지와 찬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판을 교체 하여 새집처럼 되었습

김나리·김병두·김보라·김성윤·김예은·양은주·이경민·이기찬·이승원·이태민·이현영·이현정·정우진·정혜주
홍지호
○ 말벗
고영경·고찬희·김규태·김남현·김남희·김두영·김민정·김상희·김성우·김소연·김은비·김정주·김진엽·김진희
김태균·김현미·김형태·김혜진·김희경·남지혁·남희원·노혜원·민륜기·박선아·방현식·배재영·송시은·송재욱
심민형·양하은·원세윤·원세준·유소녀·윤강중·윤석영·윤석훈·윤태연·이경미·이성훈·이승연·이승헌·이예서
이재용·이창희·이효영·임세아·임숙자·임은소·전정화·정명희·정상명·정이은·정종옥·조건숙·조다영·조영희
조정연·조진민·채예은·최정빈·최정연·최종탁·최찬탁·최형탁·하진혁
○ 재능기부: 강병두·유준영·정지명

니다. 또한 12월 20일 ‘서문교회

- 나눔으로
나눔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전합니다. -

청년부’들의 봉사로 총 7분의 어르신
댁에 단열시트 설치를 통해 웃 풍을

○ 지정후원금

막아 추운 겨울을 준비 하였습니다.

떠나자~ 강화로!
10월 14일 문화체험으로 강화도를

“겨울 맞이 김장김치 지원”
‘사계절김치-冬’, ‘예수사랑교회’,

일일호프
11월 19일 겨울철 김장김치 기금

○ 비지정후원금

겨울 김장김치 지원에 사용되어져

㈜국민은행 은평로지점·(주)세주아이엔씨·IBK연금보험·강범종·구립신사노인복지관·구립응암노인복지관·김대훈
김도경·김선우·김시연·김영철·김영희·김유빈·김인준·김일도·김정수·김정주·김정화·김진곤·노낙석·노량진
감리교회·대양인쇄·도만스쿨어린이집·박민경·박상미·박상민·박세진·박은혜·박재우·박종대·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성진솔·신기호·신동환·신상희·오광용·유명란·유원하·윤정애·은평시니어클럽·이경옥·이마트 은평점
이재용·이종일·이진철·이춘성·임인례·임정숙·장성찬·장연철물·정다원·정동곤·정미경·정상훈·조범식·조정희
조현경·최금난·최미나·최추자·한봄·한솔희·한화생명·한화생명 임직원·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홍영자·황미경

더 많은 양의 김치를 어르신들께

황영희·황정희

전달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 후원물품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32분을 모시고 ‘신한생명’, ‘KT&G복지재단’의 후원 마련 및 센터 홍보의 일환으로
강화역사박물관 관람과 고구마 캐기 으로 총 845분의 어르신들께 김장 ‘일일호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체험을 진행하여, 삶의 활력을 제공해 김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분들의 후원으로 뜻 깊은 자리가
드렸습니다.

㈜보부양행·강은호·고백교회·공병재·김광희·김민주·김아란·김정환·네이버해피빈·마정욱·박자연·배문주
복된교회·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서재원·수색감리교회·윤재희·윤준열·조미란·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되었으며, 이날 생긴 수익금 전액은

(주)유일코스·KT&G복지재단·기독교대한감리회 복된감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사랑교회·기독교대한
감리회 은현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현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세광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숭실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응암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서문교회·도만스쿨 어린이집·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서울
재가노인복지협회·은평구청·은평푸드뱅크

○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어르신 효잔치
10월 16일 ‘다담회’가 후원하는

추계힐링 나들이
11월 27일 금년도 업무를 수행

송년잔치
12월 11일 행복창조회의 후원으로

“어르신 효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며 소진된 마음을 재정비하고자 어르신 56분을 모시고 한 해를
‘다담회’는 유명 맛 집 사장님들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추계 힐링 나들이를 마무리 하는 즐거운 송년잔치를
모임이며, 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해 드렸습
니다.

광정골 · 녹색머리 · 다복떡집 · 떡과 사랑방 · 뚜레쥬르 갈현중앙점 · 뚜레쥬르 불광아울렛점 · 뚜레쥬르 불광현대점
뚜레쥬르 갈현교육원 · 뚜레쥬르 연신내역점 · 뚜레쥬르 증산역점 · 뚝배기순대 · 목포세발낙지 · 민속떡집 · 바로굼
빵터 · 반찬마트 · 본죽 응암오거리점 · 불광떡집 · 블롱쉬 · 연서식품 · 영심이내 오리불고기 · 정선떡집 · 진수성찬
파리바게뜨 고양삼송점 · 파리바게뜨 연신내힐스테이트점 · 파리바게뜨 은평진관점 · 파리바게뜨 은평뉴타운2
지구점 · 풍년갈비 · 하얀풍차제과

▣ 2015년 후원보고
수

강화도 일대를 돌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위 : 원)

진행하였습니다.
내 용

입

지
금 액

내 용

출
금 액

전년도이월금

2,983,145

사업운영비

17,562,212

지정후원금

23,142,060

행사사업비

27,962,010

일반후원금

27,253,190

결연후원금 지급

7,912,660

결연후원금

8,012,660

이월금

7,954,173

총 계

61,391,055

총 계

61,391,055

2015년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