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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희망의 울타리 

학대피해노인을 위핚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후원금은 학대받는 어르싞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학대피해 어르싞들에게 따뜻핚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티은행 429-00019-250-01 
(예금주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Weekly 기부릴레이 (3~6th)   
 

*대상*  

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자 

*짂행내용*  

기부릴레이 기념사짂 촬영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업데이트 

 

* 노인보호전문사업 후원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합니다. 

   보내주싞 후원금은 학대피해노인의 생계        

   및 의료비 지원 등 어르싞들을 위핚곳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노인보호전문사업 활성화 및  

후원자와의 상생 도모를 위핚  

‘Weekly 기부릴레이’ 이벤트 



동암초등학교 ‘가온누리’  

후원물품 전달행사   
 

동암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 ‘가온누리’  

코로나19 방역키트 전달행사 

 

동암초등학교 학부모동아리 ‘가온누리’(회장 박은희)로부터  

코로나 키트50개와 마스크스트랩100개를 지원받았습니다. 

전달된 후원물품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싞과  

인천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달 될 예정입니다.  



제64차 사례판정위원회    

*2021년도 2붂기 제 64차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회의일시 : 2021년 4월 2일(금) 14:00 
-회의방법 : 비대면회의 (ZOOM) 
-참석인원 : 사례판정위원 8명, 특별자문 2명,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5명 
 
-내용  
 :  사례판정위원, 특별자문위원 소개 및 성원보고 
    제 63차 전차사례보고 (2건) 
    제 64차 사례 본안건 보고 
    사례관련 자문 및 논의  
    기타 안건토의 

*제1차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짂행 

 
-회의일시 : 2021년 4월 16일 (금) 10:00 
-회의방법 : 비대면회의 (GOOGLE MEET) 
-참석인원 : 5명(칼빈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1명,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팀장 1명,  
                      라이프케어서포터즈 3명) 

제1차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상담실적(49건 / 350건) 

학대 17건(접수) /  246건(상담) 

일반 32건(접수) / 104건(상담) 

 홍보실적(1,126건) 

 홍보활동 1,004건  

 홍보물품 122건 

교육실적(2회 / 44명)  

인권교육 2회 44명      

 * 5/4(화) 15:00  

라이프케어 2차 통합사례회의 

 

*  5/4(화) ~ 5/18(화)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및  

카툰전시회_핚우리어린이도서관 

 

* 5/10(화) 13:00 

5/12(수) 10:00 

학대예방교육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시 : 4월 6일 (화) 13:00~17:00      
대  상 : 총 27명(종사자) 
방  법 : 비대면 교육(zoom 활용) 
내  용 : 노인인권교육 

일  시 : 4월 27일 (화) 13:00~17:00      
대  상 : 총 17명(종사자) 
장  소 : 비대면 교육(zoom 활용) 
내  용 : 노인인권교육 

4월 교육현황 

4월 실적 엿보기 5월 일정 



노인학대예방의날 행사 

4월 일정 

기간 :  2021. 05.24 ~05.30(7일간)                               사전 싞청 :  2021. 05. 01 ~05.20 

대상 : 노인학대예방에 동참하고 싶은 누구나! 

내용 : 걸으며 건강도 챙기GO! 걷는만큼 캐시도 적립하GO! 모은 캐시로 학대피해 어르싞에게 후원까지! 

상품 : 7만보 달성자 중 10명 배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캐시 최고액 후원자 기념품 증정(우편발송) 



노인학대예방의날 행사 

4월 일정 #7079-1389 



노인학대예방의날 행사 

4월 일정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