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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

� 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더불어�사는�행복한�지역사회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수신자� � 수신처�참조

경� � 유� �

제� � 목� � 2020년�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실천�사례집� <정겨운�사람살이>�사전� 구매� 신청�안내

�

1.� 귀하와�귀� 기관에�하나님의�축복이�항상�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2.� 본� 복지관은� 강서구청으로부터� 서울YMCA가� 운영� 위탁을� 받아� 1994년� 개관하였으며,� 강서구� 지역주민

들의� 삶의�질� 향상을�도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가지고�삶의�질�향상을�위한�사회복지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3.�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마다� 사회사업� 실천� 과정을� 사례집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뜻있게� 이룬� 동� 중심� 실천� 이야기� <정겨운� 사람살이>를�

출판합니다.� 붙임과�같이� 사전�구매� 신청을�받고� 있으니�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 �

※� 붙임� :� <2020년� 정겨운�사람살이>�사전� 구매� 신청�안내� 1부.� � 끝.

방�화� 1� 1�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장

수신처� :� 전국� 사회복지관



                                                                           

2020�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연간사업보고서

코로나19�상황�속에서� <정겨운�사람살이>�실천�사례집
코로나19�상황�속,� 지역사회복지관에서�뜻있게�이룬�동� 중심�실천�이야기

사전�신청�안내

목차

*� 코로나19�상황�속에서� <정겨운�사람살이>� 실천�사례집

*�코로나19�상황�속,� 지역사회복지관에서�뜻있게�이룬�동� 중심�실천�이야기

1.� 머리말� |� 지난� 3년의�동� 중심�실천을�뒤돌아보며,� 김상진�관장

2.� 학습� |� 코로나19와�직원�학습모임,� 권대익

3.� 생활복지운동� |� 가정의�달�생활복지운동,� 권대익

4.� 생활복지운동� |� 경비원�아저씨께�마음전하기�생활복지운동,� 권대익

5.� 생활복지운동� |� 무더위�생활복지운동,� 손혜진

6.� 생활복지운동� |� 비대면�생활복지운동,� 이미진

7.� 식생활� |� 식생활�복지�이야기,� 한수현

8.� 이웃모임� |� 풀꽃향기�정기모임과�착한�텃밭�나눔�활동,� 김수재

9.� 이웃모임� |� 코로나19� � 상황�속에서�동네�사람들은�어떻게�지내고�있을까?,� 권민지

10.� 이웃모임� |� 동네사람들,� 추석잔치,� 정민영�

11.� 이웃모임� |� 코로나19야!� 어르신�학당을�부탁해!,� 원종배�

12.� 이웃모임� |� 이웃기웃�실천이야기,� 신미영

13.� 이웃모임� |� 누구나�그림책,� 만나지�못하는�동안에�무엇을�했나?,� 정한별

14.� 아동� |� 친구야놀자�방화동�놀이공작소�이야기,� 김민지�

15.� 아동� |� 내가�만들어가는�진로체험� '꿈을�잡(JOB)아라',� 박성빈

16.� 아동� |� 코로나19와�실습지도,� 권대익�

17.� 사례관리� |� 해볼�만한�일이�당사자에게�주는�힘,� 정한별�

18.� 사례관리� |� 김� 씨� 할머니�이야기,� 권민지�

19.� 사례관리� |�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손혜진�

20.� 사례관리� |� 김장을�구실로�관계�돕기� '공항동�김장하는�날',� 신미영�

21.� 맺음말� |� 코로나19와�사회사업�실천,� 김은희�부장

*� 480쪽�내외입니다.� 최종�편집을�하고�있습니다.�



                                                                           

사전�구매�신청�안내

신청� 방법�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2020� 연간사업보고

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겨운� 사람살이>� 실천� 사례집,� 사전� 구매� 신청’� 글� �사전� 구

매�신청�바로가기�링크�클릭!(http://naver.me/xdnY7iES)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002-271119�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가격� |� 15,000원(배송비�포함)

*� 12월� 30일� (수)까지�입금�요망�

*� 50권�인쇄�기준,� 한�권�단가가� 18,000원이지만�배송비�포함� 15,000원에�판매합니다.�

*� 복지관�수익이�아니라�기록�나눔을�우선해서�판매�가격을�책정했습니다.�

사전�신청�마감� |� 2020년� 12월� 30일� (수)� 18시까지�

사전�신청�혜택� |� 복지관�다른�실천�사례집�랜덤�무료�제공�

배송� |� 2021년� 1월� 15일� (금)� 전에�배송�완료�예정�

*� 기한을�여유있게�잡았으나,� 인쇄업체�사정에�따라�배송�기한은�조금�달라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