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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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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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주임

손혜진

부장

김은희

관장

협조
시행 서Y방-

2020-356

2020. 12. 16.

우 0761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21길 4 / http://www.banghwa11.or.kr/

전화 02-2661-0670~3 / 전송 02-2661-0674

접수

김상진

2020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연간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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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