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041)736-7393
대 상

일 정

YWCA
활동위원

논산Y 회원

월 1회

중창단

찬양과 노래에
관심있는 기독여성

주 1회(화)
오전10:30~12:00

비폭력대화에
관심있는 시민
(선착순)

총 3회
(오전 오후 진행)

- 솔직한 자기표현, 공감, 감사
-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 본인부담 : 5만원

월 2회(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YWCA 중점운동·연대활동
- 지역사회봉사(봉사시간인정)
- 청(소)년 이슈관련 활동
- 연회비 : Y-틴 5천원
청년Y 1만원

마음을 움직이는

비폭력대화
청소년
Y-틴 동아리

청년Y
씨앗 동아리

14세~19세
논산 청소년
20세~39세
논산 청년

활 동 내 용
- 각 위원회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운동에 참여

논산YWCA

- 가곡,CCM,성가곡 찬양
- 월 1만원(비회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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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논산Y
회원증모운동
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햇빛과 바람 에너지학교
가정폭력상담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아름타운 치료회복 프로그램
생명숲돌봄센터 텃밭 가꾸기

우)32974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98번길 29-9 (취암동 1059-1)
TEL. 041)736.7393 ∥ FAX. 041)735.7394
E-mail. nsywca@hanmail.net ∥ 회장: 이미형 사무총장: 박수정

후원 감사의 글

후원안내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YWCA 회원님의 따뜻한 나눔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움직임으로 활동하였기에 소식을 전합니다.
Y는 사람이다- 회원모집 챌린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오 기도운동, ‘햇빛과 바람 에너지
학교’ ‘텃밭가꾸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살림을 위한 활동으로 시민운
동을 이어 갑니다. 코로나로 단절되고 있으나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다음에 소식 나누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증모운동 (5월~진행중)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06.19)

YWCA 시민운동에 참여할 회원을 찾고 모집하는 기간
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도 회원
증모 챌린지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색으로 열정을 다하니 시민 여러분! YWCA 회원
으로 오세요. 초대합니다.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이돌보미 거점교육기관
으로 계룡 · 공주 · 금산 · 논산 · 부여지역에서 활동
하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학교 (6월~진행중)
논산YWCA는 탈핵생명 운동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기후
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깨달아 알게하고 에너지의 소중함을 고민하고 생활 속 에너지 실천 지구 지킴이를
양성합니다. 신청하세요.

YWCA는 세계 120개국과 전국 52개 회원Y로
논산은 2001년에 시작하여 청년·여성·기독교·회원·국제운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후원계좌 : 461014-51-033071(농협) 예금주 : 논산YWCA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06.15)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는 다문화 가족 및 장애인
등 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에게 가정폭력 ·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무료교육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 (06.23)
아름타운은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집단공예 등 다양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06.29)
생명숲돌봄센터 돌봄 아이들이 상반기에 왕전초등학교 ‘마을학습농장’에 참여한 가운데 농작의 과정과
생산물 감자와 양파를 통하여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과 함께 먹고 나눔의 즐거움, 소중함을 학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