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을

준비하는 長善”

장 선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수 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제2회 지역주민재능나눔축제“우리동네재주꾼” 홍보 및 자원봉사자 모집
협조 요청

1. 귀 동(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복지관에서는 매년 지역주민 재능나눔축제를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
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역주민들이 포스터를 볼 수 있도록 게시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 제2회 지역주민 재능나눔축제 “우리동네재주꾼”
나. 행사일정 : 2018.10.20.(토) 13시~18시 체험, 먹거리, 홍보 부스

15시~16시30분 무대공연 행사
다. 행사장소 : 장선종합사회복지관 비파광장 외
라. 협조요청기간 : 2018년 09월 28일(금) ~ 10월 19일(금)
마. 자원봉사 협조 요청 사항
1) 자원봉사 활동 부분
분야

행사 내용
-리플렛 배부 및 방명록 작성 유도
-행사 마무리 후 기념품 증정

재주꾼

자원봉사자 3명

-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본관 2층)

(무대공연)

- 재주꾼 참여명단 및 시상 내역 서명 관리

행사 보조

- 행사 당일 인솔 및 수령증, 수상자 관리

안전 캠페인

비고

자원봉사자 4명

-내용 : 건강 관련 상담 또는 설문지 작성자에 한해 보건소

간호학과 또는 보건

후원 홍보물 배부 등 과동아리에서 참석할 경우 세

관련학과 학생 10명

부 내용 변동될 수 있음.)

(단체 신청가능)

-운영 보조
·테이블에 게임, 룰렛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세
모금 게임

팅하고 리플렛, 상품(연필, 밴드 등) 제공

부스 운영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안내, 정기후원 유도
(후원금 공제 등 설명하며 후원 시 좋은 점 설명, 독거노
인, 저소득 아동 등 설명)

자원봉사자 3명

분야

행사 내용

비고

-체험부스팀 운영 보조
· 팀(한 팀당 3-4명)을 구성하여 자유 주제로 부스 운영

자원봉사자 15-20명

ex) 미술동아리 - 케리커쳐

체험부스

(단체 신청가능)

· 또는 정해진 주제로 부스 운영
① 페이스 페인팅 ② 네일스티커 부착 ③ 엽서꾸미기

사랑의 바자회

-후원물품 정리 후 판매 작업 보조

운영 관리
푸드존관리
포토존

자원봉사자10명

-판매 보조

자원봉사자 4명

-지역주민 사진 촬영 및 전달

자원봉사자 2명

2) 봉사실적 : 지역주민이 부스 운영진으로써의 역할 (자원봉사 시간 최대 6시간 인정)
3) 신청기한 : 2018.10.10.(수) 선착순마감
바. 재주꾼 무대공연 협조 요청 사항
1) 참여자격 :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2) 접수기간 : 2018.10.15.(월)까지 마감
3) 접수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8 우리동네 재주꾼’ 게시글 클릭

또

는 링크(http://m.site.naver.com/0pwsH) 또는 QR코드 스캔
4) 제출방법 : 방문 or 이메일(jangsunswc@hanmail.net) o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장
선종합사회복지관) 1:1 대화창 인증샷 발송 or 네이버 폼 설문조사
사. 문의 : 안초희 (☎070-4825-8404) 또는 장선종합사회복지관 카카오톡플러스친구 1:1
대화 문의 가능

붙임

1. 행사 포스터 1부.
2. 2018 재주꾼 행사 참가 신청서 1부.

끝.

장선종합사회복지관장
수신처 : 구포3동주민센터 외 6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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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14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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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051)342-5109 / jangsunswc@hanmail.net /

공개

김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