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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앵강다숲에 꽃무릇이 활짝폈어요~ 보물섬 남해로 놀러오세요!

Part.1

남해자활 이모저모~
◇ 민 간 자 격 증 취 득 반 개 설 (정 리 수 납 )◇

공간정리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주거공간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
해 전문적인 정리수납 기술과 방법 습득으로 자활근로사업단 현장에서 적용하
고자 정리수납 2급 자격증을 참여주민 20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종사자 개인정보 직무교육 실시 ◇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
세를 기르기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품 전달

◇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마음을 담은
후원품을 전달하고 시설내 환경미화 자원봉사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
다.

Part.2

남해자활 이모저모~

◇ 사 회 적 공 헌 사 업 (마 스 크 목 걸 이 취 약 계 층 기 부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목걸이 제작을
통해 지역사회 환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 의식 함량을 위하여 종
사자 및 참여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스크목걸이 1,000개를 제작하여 남해군 지
역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기부하였습니다.

Part.3

따뜻한 마음 고마운 손길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분들~
한결같은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후원하신 소중한 금품은 자활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금
박☆정 9만원 / 백☆혜 6만원 / 서☆주

3만원 / 류☆숙 6만원 / 문☆호 3만원

곽☆연 15만원 / 이☆현 6만원 / 박☆기 9만원 / 박☆홍 30만원 / 박☆영 6만원
양☆현 9만원

♣후원품
백☆혜 과일

/ 박☆정 과일 / 권☆분 음료 / 김☆우 모둠떡 / 박☆화 음료

/ 이☆미 단팥빵/ 홍☆인 아이스크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
♡ 물품후원 : 주식·부식·간식(백미, 과일, 야채 등), 생필품
생필품(세제,
(세제, 휴지 등)
등)
♡ 현금후원 : 농협 881-01-164133 (예금주: 남해지역자활센터)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
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원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남.자.야"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