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장애인가족 행복감 증진을 위한

1박 2일 가족 힐링캠프 안내문
1. 프로그램 개요
o 시

간 : 2021년 10월 22일(금)∼10월 23일(토)/ 1회차, 1박 2일, 6가족

2021년 10월 29일(금)∼10월 30일(토)/ 2회차, 1박 2일, 6가족
o 장
소 : 완주 힐조타운
o 참여대상 및 인원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총 12가족
o 내용 :
사전 - 물품 수령(방역 및 프로그램 진행물품, 간식 등)
당일 - 가족 힐링캠프 참여(바베큐 파티, 가족 힐링 팩 타임, 족욕체험, 자유관광)

※ 참여기준은 가족별 4인입니다. 인원 초과 또는 미만시 반드시 사전 연락바랍니다.

2. 참여신청 및 방법
o 기

간 : 2021년 10월 13일(수)까지/ 익산시 장애인가족 우선 접수

(시설 및 단체 이용자 4인 신청 가능. 선정 가족은 추후 연락)
o 신청방법 : E-mail - tosim2733@hanmail.net, 팩스 – 063-857-1176

3. 주요 내용
o 1회차
일자

장소

10월 20일

익산시장애인

∼10월 21일 가족지원센터

내용
관련물품 수령 및 배포
- 방역 및 프로그램 진행물품 등
- 만족도 설문지
▷3시 – 입실(3시 이후 자유 입실)

10월 22일
(1일차)

▷6시∼8시
힐조타운

비고

글램핑 예약 장소
(신청 완료 시 안내)
장소 : 식당 앞 야외 바

– 석식(무한리필 바베큐)

베큐장(가족과

불멍은

- 가족과 불멍+간식 나눔

개별 글램핑장 앞)

▷9시 – 가족간 사랑의 팩 타임
▷8시∼9시 - 조식
10월 23일
(2일차)

힐조타운

▷9시∼11시 – 족욕 체험활동
▷11시 – 퇴실

10월 22일

익산시장애인 프로그램 활동 인증사진 송부

∼10월 25일 가족지원센터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송부

장소 : 식당
장소 : 치유농업관(휴식
해)
퇴실시간 시간엄수
메일 또는 문자 전송

o 2회차
일자

장소

내용

비고

관련물품 수령 및 배포
10월 27일

익산시장애인

- 방역 및 프로그램 진행물품, 간식

∼10월 28일 가족지원센터 및 다과, 주유권 수령
- 만족도 설문지
▷3시 – 입실(3시 이후 자유 입실)

글램핑 예약 장소
(신청 완료 시 안내)

▷6시∼8시

10월 29일

힐조타운

(1일차)

장소 : 식당 앞 야외

– 석식(무한리필 바베큐)

바베큐장(가족과

불멍

- 가족과 불멍+간식 나눔

은 개별 글램핑장 앞)

▷9시 – 가족간 사랑의 팩 타임
▷8시∼9시 - 조식
10월 30일

힐조타운

(2일차)

▷9시∼11시 – 족욕 체험활동
▷11시 – 퇴실

10월 29일

익산시장애인 프로그램 활동 인증사진 송부

∼11월 1일

가족지원센터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송부

장소 : 식당
장소 : 치유농업관(휴
식해)
퇴실시간 시간엄수
메일 또는 문자 전송

※ 둘째날 퇴실 이후 남은 시간은 가족과 자유롭게 일정을 마무리 하시고
안전하게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 인증사진 중 베스트 포토사진을 선정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니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4. 기타 안내사항
준비물 : 편한복장, 여분의 옷, 개인상비약, 세면도구(칫솔)
협조사항 : 프로그램 활동 인증사진 전송,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제출
신청완료 가족에 대해 추후 진행 관련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