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과 함께 하는 영통1동

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솜지기(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이 웃에

CMS 후원자 모집
참여대상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

모금기간

연중

후원대상

우리동네 어려운 이웃

후원금액

정기후원 : 매월 3,000원 이상 자동이체

참여대상

지역복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모집기간

연중

활동내용

어려운 이웃 발굴과 복지지원 사업 참여

참여방법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로 참여 신청

신청문의

☎ 031)228-8723, 8729

정기후원 : 후원 자동 이체 계좌 결정 ▶
신청서 제출 ▶ 매월 자동이체 25일
수시후원 : 영통1동 후원 계좌 입금 ▶
신청서 제출

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시후원 : 금액 제한 없이 일정액 일시 후원

후원방법

게 희망을 선 물 하 는

영통1동의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영통1동 전용 기부 계좌┃
기업 287-064960-01-13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

나의 작은 관심으로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이웃의 사연을 전해주세요.

다솜 나눔 가게·지기 모집
참여대상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공인, 기관 등

후원기간

연중

후원물품

후원자가 지원 가능한 물품 또는 봉사

후원방법

후원신청 ▶ 다솜 나눔 협약 체결 ▶
후원물품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혜택, 도움이 필요할 때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www.bokjiro.go.kr

┃후원접수┃
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후원문의┃
☎ 031)228-8723, 8729

영통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031-228-8723, 8733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공동체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관협력 동(洞)) 단위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소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복지대상자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대상자를 찾고, 찾아갑니다!

출동! 다솜기동대

※ ‘다솜’이란? 사랑의 순우리말로 영통1동 복지사업 대표 브랜드명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지역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 협력하여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을 구축합니다.

다솜 나눔 가게·지기 협약 체결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를 해결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하는 소중한 다솜 나눔

• 단전·단수·체납 등 복지위기가구 발굴

• 상공인, 기업, 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 삼성에스원NC봉사단과 협약 체결

• 복지위기가구 공적지원 연계 및 민간지원 방안 모색

• 복지자원과 복지대상자 연계하여 복지 욕구 해결

• 관내 경로당 안전점검 및 대청소 실시

똑똑똑! 다솜방문단

다솜 나눔 홍보관(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운영

장애인 등 활동보조 기구 지원·공유 사업

• 법정 복지대상자 정기 가정 방문 상담

• 나눔 홍보관을 운영 나눔 문화 확산

• 휠체어, 지지워커 등 활동보조 기구 지원

•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모니터링 및 복지 욕구 파악

• 다솜 나눔 테이블 운영으로 복지 자원 마련

• 질병·부상자 등에 대한 휠체어 대여 사업

우리 아파트 희망지킴이 사업

다솜 나눔 기금 마련 사업

「오늘도 내일도 청춘」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약을 통해

• 다솜지기 CMS 후원자 모집

• 지역 어르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복지 위기 발굴
• 복지위기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실태 파악,

• 다솜지기 저금통 배부를 통한 복지 재원 모금

• 관내 경로당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떡판매(년 1회) 실시

밝은 세상 지킴이&사랑 애(愛) 미용 서비스

지원방안 모색

다솜 나눔 긴급구호비 지원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나눔 홍보 캠페인
•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여 복지제도
안내 및 대상자 발굴
• 다솜 나눔 활동 홍보로 복지 자원 모집

• 다솜 나눔 가게를 활용한 안경, 미용서비스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복지 위기 가구에 긴급구호비
지원(가구당 30만원 이내)

다솜 심신 지킴이
• 복지대상자 가정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간
결연을 통해 말벗서비스 및 후원 물품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