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호

2019년 8월 협약 현황
1. 8월 신규 협약 : 없음
2. 기존 협약 현황

소식

온양2동

‣ 식품 후원 : 사천성(강남미), 서울한우설렁탕 (한상구), 전주명가콩나물 국밥(이명종),
파리바게트 용화점(김미경), 하림아산점(정상진), 황오농장(황학수)

2019년 8월 행복키움추진단 활동 내용

‣ 물품 후원 : 나눔플라워(김은중)

1. 2019. 8월 반찬 나눔 봉사 27가구--------------------- 313,210원

‣ 재능 및 서비스 등 후원 : 온양역전자율방범대(김태균), 델컴퓨터(김용태)

2. 노인친구만들기 4개 그룹 17명 지원------------------ 170,000원

‣ 현금 후원(3만원 이상)

3. 관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3명 지원----------------- 300,000원

- 아산천지(강주현), 퀸즈모텔(권성숙), 153해물전문점(김윤주), ㈜강남건설(유미),

4. 저소득층 학생 물놀이 행사 지원---------------------- 516,060원

오토크리닝(이봉춘), 굴다리식품슈퍼(최춘식), 온양성결교회, 진주가설재, 강준구,

총 1,299,270원

김길래, 김미정, 김상민, 박형수, 유강중, 이명종, 이상의, 정호현, 채우성, 하미희

◇◆◇ 2019. 9월 인사말 ◇◆◇
유난히도 더웠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9월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을
내내 행복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찬나눔 봉사

노인친구만들기

신나는 물놀이 행사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에서는 매달 저소득 가정 학생 3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여름방학을 맞아 중앙초등학교 학생들과 음봉스파비스에서
물놀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날 아이들은 신나는 물놀이와 함께 사천성에서
후원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위를
잊은 채 신나게 수영도 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으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취약계층 가정 50명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도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7월의 행복함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키움추진단장 강준구 010-3545-1003
총무 이명종 010-9069-3461

2019년 8월 후원 내역
1. 물품 후원
‣ 서울설렁탕(한상구) : 1.5L 한우사골육수 17병
‣ 파리바게트 용화점(김미경) : 물놀이 행사 25개 롤케익 5천원 할인
‣ 사천성(강남미) : 물놀이 행사 27명 저녁 식사 지원 (자장면, 짬봉, 탕수육)
‣ 햄버거(익명요구) : 햄버거 및 콜라 30개

2019년 9월 홍보사항
1. 행복키움 후원자 및 협력 업체 모집
‣ 대

상 : 전국 모든 사업체 및 개인

‣ 모집기간 : 수시 모집
‣ 내

용 : 정기 및 일시 후원/ 현금, 현물 모두 가능

‣ 모집장소 :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537-3243, 3355)
온양2동 행복키움 후원방법
후원계좌 : 농협, 351-0632-6393-43
예금주 : 온주종합사회복지관

2. 정기 후원(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 계좌)
가. 온양2동 어의정 사랑나눔회 (농협 351-0499-8912-83)
강남미, 강순진, 강우식, 강준구, 고삼숙, 곽한월, 곽희근, 김경미, 김길래, 김미경,
김민정, 김복환, 김상민, 김선화, 김수화, 김순덕, 김순홍, 김용숙, 김윤주, 김정희,

2.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원 모집

김진완, 김현숙, 김형관, 류제영, 문영진, 박상래, 박선희, 박은아, 박형수, 변기섭,

‣ 대

신숙자, 심정자, 양재영, 오세관, 원강희, 원문주, 윤영숙, 윤전자, 이경미, 이명종,

최미영, 최익인, 최재학, 최춘식, 표건표, 하정수, 홍은선, 용화신나는 어린이집,

‣
‣
‣
‣

온양성결교회, ㈜미강산업, 진주가설재

‣ 선

이미선, 이복임, 이상의, 이선희, 이순옥, 이영학, 이의재, 이재성, 이준경, 이진숙,
이해서, 임상빈, 정명숙, 정상진, 정순영, 정영제, 정준영, 정호현, 차준필, 차호열,

상 : 온양2동 주민 및 전국

모집기간
내
용
모집장소
서
류

:
:
:
:

수시 모집
월 정기 봉사 및 위원단으로 활동
온양2동사무소
신분증, 회원가입 신청서(동사무소 구비)

정 : 온양2동행복키움추진단장 및 위원 결정

나. 온주종합사회복지관 (농협 351-0632-6393-43)

2019년 9월 추진단 일정

강한성, 곽한월, 권성숙, 김미정, 김신일, 김유경, 박미일, 박선희, 소은희, 유강중,
유미, 유양순, 이봉춘, 이지연(일오삼갈비마을), 조종웅, 채우성, 하미희, 한상환,
한송이, 아산천지(주), 큐스포츠

3. 봉사 후원 (반찬나눔 봉사 월 2회)
‣ 강준구, 정상진, 이명종, 박선희, 이순옥, 고삼숙, 김현숙, 차호열, 박형수, 이영학,
김상민, 조영우, 박보연, 최중숙, 오명옥, 김소영, 탁영희, 손인숙, 이경미, 박미화,
이남숙, 김진희, 이복임, 장미향, 김용숙, 현혜영, 장영래, 강순희, 한상환, 신예분, 이미옥,
박상관, 현은영, 정은태

1. 9월 반찬 봉사의 날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 2019. 9. 10.(화) 10:00 ~
☞ 반찬 나눔 및 추석명절 후원물품 전달
‣ 2019. 9. 24.(화) 10:00 ~

2. 보건소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참여
‣ 일 정 : 2019. 7. ~ 12월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담당자의 과실로 누락 및 오기된 사항이 있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37-3243)

‣ 대 상 : 관내 노인 50명
‣ 내 용 : 노인취약계층 대상 가정 방문, 말벗서비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