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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봄이 찾아 왔음에도 회원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포센터에서는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착착 끝내고,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없어지면 곧바로 시작할 준비를 끝내고, 

하루 빨리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셨던 

강 O 숙 입주자께서는 

이번에 SH임대주택에 선정

되셔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셨는데 현재 기분은 어떠신가요?

A.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진짜 혼자 살게 됬어요. 

집도 제 이름이고, 나만의 집이 생긴게 너무 좋아요.

Q. 이사하시고 어떤게 가장 좋으셨나요?

A. 예전에는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게 많았는데 

이제는 저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Q.Q. 요즘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A. 다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많이 안나가고 있어요. 

끝나면 동네 구경도 많이 하고, 센터에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싶어요. 너무 행복해요.

4~11월
 (수시)

4~11월
 (수시)

4월 내

주거편의시설 설치지원 - 마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불세탁 - 계절이 바뀌어 먼지가 쌓이고 오염된 이불, 수거하여 세탁해드립니다.

틈틈배움 - 체험학습 위주로 한글과 숫자를 공부해요.

사진모임 -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며, 문화 활동을 즐겨요.

체육모임 - 탁구, 보치아 등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다!’

가죽공예를 통해 공예품으로 내 자신을 표현하고 
공예기술을 익혀요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신체·정신·경제적 등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로 고통 받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합니다!

장애로 인한 억압과 차별로 인한 상처, 가족 및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 
우리 함께 나누어요.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심있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전화 신청   문의전화 : 02)337-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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