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4.(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6월 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열화상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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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담 당 자

용선란

였는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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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7397

이웃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를 해 주신 많은 기부자분들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 4일(목)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서 열화상카메라 152대 기부전달식
- 사회복지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업진행

…

□

- 코로나19 관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 7억 원 지원 시설 이용자 안전 기대

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한다.

○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

진행하고 있는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 모금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써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열화상카메라 152대(7억 원 상당)를 전달한다.

○

이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사회복지시설 이행 계획’에 의거하여 사랑의
열매 코로나19 특별모금으로 진행된 것이다.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본 사업은 서울시민들의 기부
참여 성금으로 지원하게 된 뜻깊은 사업이다”라며 “서울 사랑의 열매에서 최근

이 행사에는 강병호 복지정책실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벌어질 일상의 변화에
발맞춰 복지시설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서울 지역사회 대표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전체에 지원하는 “열화상카메라 전달식”을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3종 복지관에 열화상카메라 전달

□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코로나19 재난 속 노인복지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기부 전달로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민
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더불어 어려운 시기에도
복지관 개관에 온정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 모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자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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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관협회 열화상카메라 전달식 계획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생활속거리두기 전환 사회복지시설 이행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3종 복지관협회(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
열화상카메라(152개) 지원에 따른 전달식 행사계획임



○
○
○

전달식 개요
일

시 : 2020. 6. 4.(목) 10:30~11:00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2

주요참석 : 복지정책실장(강병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이은주),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조석영),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최성숙 ),

○
○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김용희)
지원대상 : 서울시 복지관협회(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원내용 : 열화상카메라 152개(7억 원 상당)
- 복지관협회를 통해 선정된 복지관 별 1개씩 설치
지원주관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진행순서 (안)
시

간

10:30 ~ 10:32 (02')

내

용

행사 안내 및 내빈 소개

비

고

민간자원팀장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10:32 ~ 10:42 (10')

인사 말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 복지정책실장

10:42 ~ 10:50(08')

전달식 및 기념 촬영

10:50 ~ 11:00 (10')

환

담

* 3종복지관 협회장 진행순서는 가나다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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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빈 및 참석 직원 등
참석내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