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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사항

1) 회의 진행 중에는 음소거를 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분은 손을

들거나 채팅창으로 발언권을 요청해주세요.

2) 조용한 장소에서 회의에 동참해주세요.



1. 안내사항

3)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새로운 공간

카카오톡, 화상프로그램(구글Meet), 유튜브



2. 기관 사업 보고

• 취업장 방문: 계양구재활용센터, 완전정밀

• 가족상담 – 신문엽씨

• 월별상담

• 운영위원회 준비

• 추경예산서 작성

• 미등록취업지원사업 실무자 회의 참석

• 내소 운영(화, 목)

• 남성자조모임 운영

• 회계업무

• 종사자 채용 면접



3. 공지사항

전국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회원분들의 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공지사항

1) 코로나19 예방수칙

1. pc방, 노래방 등 좁은 장소에 밀집해서 이용하는 장소는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2. 외래 및 꼭 필요한 외출 이외에는 당분간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3. 식당이나 마트, 카페 등 출입을 자제해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 구입 후
집에서 취식해주세요.

4.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5. 외출 후 집으로 복귀 후에는 비누로 손과 몸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3. 공지사항

2) 지원한 물품을 잘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 체온계 : 매일 체온을 측정해서 일과 자가점검표에 작성해주세요.

3) 오늘까지 일과계획표를 담당직원에게 보내주세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주세요.



3. 공지사항

3)  특별모금 안내

- 해피투게더 회원 및 직원들을 위한

따뜻한 환경 조성

- 네이버에서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를

검색해주세요. 

- 검색 결과 맨 위에 있는 모금함에 콩을

모아주세요!



3. 공지사항

4)   온라인 화상채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번씩은 꼭 만납시다>

시간 : 오전 – 10시 / 오후 – 3시 30분

월요일 오전 회의는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채팅방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 공지사항

5)  다음 주에도 회원분들의 시설 내소 이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 목요일에 회원분들이 오전 시간 동안 시설에 방문하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부서 활동도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시설에서 만날 회원분들을 기다립니다!

다음주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



3. 공지사항

5)  요일별 회원 내소 명단

화요일 목요일

운영사업부 신0주, 조0진, 박0위 김0연, 박0찬, 박0자

협력사업부 오0학, 이0학, 박0영 이0현, 김0학, 김0록

화, 목요일마다 내소하는 회원분이 다르니 요일을 꼭 기억해주세요!

내소 예정 시간은 화, 목 09 : 30 ~ 12 : 00 이니 시간에 맞추어 내소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



4. 건의사항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제안해 주세요.



5. 정책결정회의

시설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6. 기타안건

회의 간의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또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