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강남구 테마봉사활동Ⅳ. 강남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업 자원봉사활동 제안

「따뜻한 겨울만들기 I am Pink Santa

」

n 연말을 맞아 기업임직원이 핑크산타가 되어 강남구 취약계층을 위해 4가지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만들기를 지원합니다.
n I am Pink Santa?
Pink : 강남구 자원봉사 상징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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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 누군가에게 마치 산타처럼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

개 요

1) 기간 : 2017년 11월 1일 ~ 12월 31일
2) 참여 : 지역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3) 활동 : ○ 기획형 자원봉사활동
①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11월 30일 진행)
② 지역 소외계층 웰빙을 위한 건강한 五재⽶ 나눔
③ 아동 새터민의 꿈 키우기 DREAM BOX 나눔

3) 활동 : ○ 자유형 자원봉사활동 : 기업의 비전 및 욕구, 이슈에 맞춘 기획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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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①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어느 해 보다 이르게 찾아오는 추위를 대비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김장재료값(배추, 고춧가루)의 고공행진으로 김장봉사가 확연히 줄
어들어 이웃들이 더 힘든 겨울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김장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해주세요.

1)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13:00~17:00
2) 장소 : 강남구 내 동 주민센터 앞마당
3) 내용 : 강남구 저소득 및 홀몸 어르신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자원봉사활동
- 김장김치 1,000 포기 만들기 및 포장 (300가구 지원)
- 김장김치 담그기(버무리기), 포장 및 배달하기
4) 제안 : 단체 자원봉사활동 참여, 김장재료비 후원요청(500만원/후원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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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② 지역 소외계층 웰빙을 위한 건강한 五재米 나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좋아하시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5가지 잡곡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 가정
의 식탁에서 잡곡류를 조금씩 모아 나누면, 꼭 필요한 가정에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보장-웰빙 증진을 위해 함께 참여해주세요.

1) 일시/장소 : 협의 진행
2) 내용 : 강남구 저소득 및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다섯가지 잡곡나눔 봉사활동
- 5가지 잡곡(찹쌀, 찰보리, 수수, 차조, 흑태)나눔(100가구 지원)
- 잡곡모음, 잡곡주머니 만들기 및 포장, 건강편지 작성
3) 제안 : 단체 자원봉사활동 참여, 곡식 및 활동비후원(200만원/후원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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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③ 아동 새터민의 꿈 키우기 DREAM BOX 나눔

강남구에 거주하는 새터민 400명.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에 처해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
말을 기념하여 건강간식과 학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을 같이 응원해주세요.

1) 일시/장소 : 협의 진행
2) 내용 :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간식/학용품 나눔 봉사활동
- 아동·청소년을 위한 간식, 학용품을 넣은 드림박스 제작(100명 지원)
- 건강간식 포장, 학용폼 정리 및 포장, 희망편지 작성
3) 제안 : 단체 자원봉사활동 참여, 간식 및 학용품후원(300만원/후원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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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자원봉사활동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미션, 이슈에 맞는 기획자원봉사활동 /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협의 진행
■ 문의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02-3445-5152, gangnamvc@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