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이용 안내서

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친구, 페이스북으로
복지관 소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togetheransan.org

TALK

카카오톡 아이디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ansanrehab

주소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604-10)
전화 031-403-0078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복지관 이용 안내

안산에 살고 있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과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에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쉽니다.
* 공휴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사는 행복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

‘드림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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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은 08:30~12:3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돈을 내기도 합니다.
* 돈을 내야 하면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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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을 처음 이용하시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나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담당하는 팀이 다릅니다.

1. 이야기하기
복지관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합니다.

전화 031-403-0078
원하는 것, 필요한 것에 대하여

지역복지팀
모든 장애인과 가족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역복지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

2. 신청하기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동발달지원팀
아동, 청소년
(1세부터 18세까지)

3. 이용하기
신청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성인자립지원팀
성인 발달장애인
(19세부터 4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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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지원사업
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동호회 지원]
탁구, 배드민턴, 슐런, 산악 등
동호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맘스뮤직]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모여
악기(우쿨렐레)를 배우면서
친해지도록 합니다.

[형제자매지원사업]
[어르신 평생교육]

장애아동과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몸을 튼튼하게 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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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익옹호사업

아동발달지원사업

장애인을 도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을만나기]
장애인과 동네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언어치료]
언어발달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교육]

[물리치료, 작업치료]

사람들이 장애에 대하여

몸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활동을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사례지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사업, 맞춤형도우미사업]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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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지원합니다.

[방문치료]
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치료사 방문형 코칭 프로그램]
치료사가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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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립지원사업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여가활동, 취업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일할 때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도록
지원합니다.

[평생교육]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하고,
건강한 문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업]

[긍정행동지원사업]

나와 맞는 일자리를 찾고,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열린아카데미]
원하는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말동아리]
주말에 친구들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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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

이용인의 의견 말하기
복지관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장애인이 복지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이 있을 때 알려주세요.
①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고객의 소리

②복지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을 때
③복지관 운영에 의견이 있을 때

[식당]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함이나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www.togetheransan.org
- together9501@togetheransan.org

담당하는 팀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셔틀버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나 팀장모임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회의하여 결정합니다.
* 윤리위원회 :
복지관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모임

목욕탕

[목욕탕]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목욕탕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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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의견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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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의 권리

지식백과

권리

후원 안내

권리란
어떤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을 말합니다.
정기후원

지정후원

물건(쌀, 라면, 휠체어 등)

: 매달 일정한 날 후원을

: 어떤 사람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후원을 합니다.

을 후원 합니다.

합니다.

성별, 나이, 장애,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

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후원계좌
기업은행 125-086006-01-119 (예금주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안내
일반봉사

이용인의 권리 지키기

: 프로그램, 작업활동, 식당 운영 등을
도와줍니다.
복지관은

전문봉사

이용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 운동 가르치기, 공연하기 등을

약속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와줍니다.
* 회사나 단체에서 여러명이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고객의 소리함 등을 통해
이용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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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후원안내 070-4612-9510, 자원봉사 안내 070-4612-9541
홈페이지 (www.togetheransan.org) 후원신청서, 자원봉사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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