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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어버이날 맞아 노인복지기여자 5명에게
표창 수여
○ 장한어버이 비롯, 노인복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
○ 어버이날 맞이 행사 ‘ 오늘도 봄날! 인생사진 찍기’ 진행
과천시는 제49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관내 경로효친 문화 확산에 기여
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 수여식은 지난 4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와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개인 부문으로 ‘장한어버이’에 박홍삼(72, 부림동) 님이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장한어버이’에 신두휴(83, 중앙동) 님, ‘노인복지기여
자’로 김향숙(71, 부림동) 님, 과천시노인복지관 민숙이(60, 문원동) 님
이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다. 단체 부문에는 우리은행 과천지점이 선
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다.
박홍삼 님은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는 한편 실버경찰 봉사대 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 오신 분이다.
신두휴 님은 경로효행 실천을 통해 자녀들을 바르게 키웠으며, 어르
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해 왔다.

김향숙 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휴관하자 매일 안부 전화를
하며 어르신들을 보살폈고 자원봉사클럽 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민숙이 님은 지난 2015년 5월 과천시노인복지관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이래, 노인복지관의 청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솔선수범하여 복지관 방역에 나서는 등, 과천시 노인복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매년 노인복지기금과 취약계층 명절 선물을 후원하고 복지관 환경미
화 자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며 어르신 행복을 위해 힘써온 우리은행
과천지점이 표창을 받게 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표창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게 축하를 전한다”라며 “과천시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어르신
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
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할 깜짝 행사, ‘오늘도 봄날, 인생사진 찍기’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노인복지관 입구에 포토존을 마련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을
500명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사진촬영은 7일부터 21일까지, 평일 10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행사
참여 예약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어르신은 노인복지과 사
회교육팀 (02-509-7621~3)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과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판넬을 게시하고 영상을 상영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응
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