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5월 서울사회복지교육원 교육과정 안내(과정 추가)
.
1. 귀 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의회 서울사회복지교육원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
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5월 교육과정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v 2017년 5월 서울사회복지교육원 교육과정 v
가. 교육내용
구분

교육명

일시

직급

2기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퍼실리테이션 역량강화 학습과정」
3기 신입실무자
「사회복지 조사통계-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분석(SPSS)」

5/11(목)~12(금)
09:00-18:00
5/18(목)~19(금)
10:00-17:00

직무

인원

교육비

24명

150,000원

24명

120,000원

4기 직무능력향상과정
「 YES를 이 끌 어 내 는 직 장 인 을 위 한 말 잘 하 는 방 법 」

5/24(수)
10:00-17:00

40명

35,000원

5기 직무능력향상과정
「Well Being 사회복지사! 힐링&멘탈 트레이닝」

5/17(수)
10:00-17:00

40명

35,000원

나.
다.
라.
마.
바.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기관, 법인, 관련단체 종사자
신청방법: 붙임의‘과정별 교육안내문’참조
신청기간: 4/11(화)~정인원 마감 시까지
장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복지타운 5층)
문의: 정책개발부(02-2021-1731, 1733)

붙임: 과정별 교육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수신자: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관련단체 등 1,000개소
전결

황진환
윤연옥
담당
부장
사무총장 代윤연옥
협조자
시 행 정책개발부-146(2017. 4. 13.)
접수
( 2017. . . )
우 0414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 www.s-win.or.kr
전 화 (02) 2021-1731 전송 (02) 771-3357
/ welfarehwang@s-win.kr

붙임)

2017-2기 중간관리자과정
모두가 즐겁고 쉽게 참여해서 갈등 없이 평화롭고 창의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미팅이 된다면, 결과에 대하여 서로
미루지 않고 모두가 행동에 나서고 책임질 마음이 생기는 진정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참여와 소통 공감 , 성
찰을 돕는 ‘중간관리자 퍼실리테이션 역량강화 학습과정 ’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 육 명: 「중간관리자 퍼실리테이션 역량강화 학습과정」
2. 일

시: 2017. 5. 11(목)~12(금) 09:00~18:00 / 2일 과정, 총 16시간

3. 대

상: 사회복지시설·기관, 법인, 관련단체 중간관리자 24명(★동일기관 2명 권장)

4. 장

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복지타운 5층)

5.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개인회원 가입 필수
협의회홈페이지(s-win.kr)≫교육신청(상단 Quick 메뉴)≫ 2기 중간관리자과정
-교육신청 페이지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 가 비: 150,000원(교재 및 중식 제공)
-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 결제완료(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영수증 출력가능
7. 교육비 환불: 교육취소는 교육시작일 3일 전부터 환불불가
-카드결제: 결제취소 요청, 계좌이체: 반환청구서 팩스발송
* 반환청구서는 협의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팩스발송 (팩스 02-771-3357)
8. 기

타: 1) 교육과정 2/3이상 이수자에 한해 교육수료 인정, 수료증 온라인 발급
.2) 대중교통 이용 -주차불가

9. 문

의: 정책개발부 황진환 과장(☏02-2021-1731)

10. 세부일정(참고: 마인드맵 등의 도구에 대한 학습 관련, 개인노트북 준비 요망)
강사: 정완숙 대표/(사)디모스

5/11
(목)

5/12
(금)

시간
내용
00:00~09:00
접수
09:00~10:00
학습일정 이해와 참여자 관계 맺기
(1H)
10:00~12:00
퍼실리테이션의 세계를 경험하는 playshop
(2H)
12:00~13:00
중식
13:00~15:00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담는 지혜, 숙의민주주의
(2H)
15:00~17:00
다양한 참여와 소통설계의 실제
(2H)
17:00~18:00
퍼실리테이션의 철학과 퍼실리테이터의 덕목
(1H)
09:00~12:00
목적에 따라 적용하는 퍼실리테이션의 방법과 도구
(3H)
12:00~13:00
중식
13:00~16:00
종합 실습을 통한 역량 키우기
(3H)
16:00~18:00
내면화를 돕는 프로그램 리뷰와 학습 평가
(2H)
18:00~00:00
교육평가설문지 작성 및 종료

유형

playshop

강의와 상호토론
강의+playshop
강의
강의+playshop

팀별 워크샵
playshop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교육원

붙임)

2017-3기 신입실무자과정
신입실무자를 대상으로 통계분석

를 기초부터 정립하고, 각 방법 별로 예제를 통한

knowledge

SPSS

사용과 해석을 실습

함으로써 현장 업무적용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며, 많은 업무에 통계를 적용시킬 수 있게 지원함.

1. 교 육 명: 「사회복지 조사통계-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분석(SPSS)」
2. 일
시: 2017. 5. 18(목)~19(금) 10:00~17:00 / 2일 과정, 총 12시간
3. 대
상: 사회복지시설·기관, 법인, 관련단체 신입실무자 등 24명(★접수순 마감)
4. 장
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복지타운 5층)
5.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개인회원 가입 필수
협의회홈페이지(s-win.kr)≫교육신청(상단 Quick 메뉴)≫ 3기 신입실무자과정
-교육신청 페이지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 가 비: 120,000원(교재 및 실습용 노트북(렌탈) 제공/ü중식 미포함)
-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 결제완료(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영수증 출력가능
7. 교육비 환불: 교육취소는 교육시작일 3일 전부터 환불불가
-카드결제: 결제취소 요청, 계좌이체: 반환청구서 팩스발송
* 반환청구서는 협의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팩스발송 (팩스 02-771-3357)
8. 기

타: 1) 교육과정 2/3이상 이수자에 한해 교육수료 인정, 수료증 온라인 발급
.2) 대중교통 이용 -주차불가
9. 문 의: 정책개발부 황진환 과장(☏02-2021-1731)
10. 세부일정(참고: 본 과정은 SPSS 22로 진행됨/개인별 USB지참(실습파일 저장용))

5/18
(목)

5/19
(금)

시간

내용

00:00~10:00

접수

10:00~17:00
(중식 13:00-14:00)

10:00~17:00
(중식 13:00-14:00)

17:00~00:00

▪ 가설의 설정에 대한 이해와 통계분석방법
- 가설의 종류
- 가설의 중요성
- 주제와 가설
▪ 설문지 설계와 이해
- 설문지 문항 구성
- 올바른 설문지의 형태
▪ 기초분석
- 빈도분석, 기술통계
▪ 보고서 작성 기초
- 표, 그래프 작성

강사

윤지성 대표
▮SA컨설팅

▪ 실전분석 적용하기 1
- 교차분석과 카이제곱검정
- 평균비교(T-TEST와 분산분석)
▪ 실전 데이터 적용 분석
- 실제 데이터로 직접 보고서 작성과정 따라 하기
- Q&A
교육평가설문지 작성 및 종료

※ 교육진행상 일정 및 강사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교육원

붙임)

2017-4기 직무능력향상과정
대화기술을 익혀 주도적이며 긍정적인 대화기법으로 동료 및 고객(클라이언트)과의 소통능력을 향상하고 상대방의 마음
을 사로잡아 즐겁고 유쾌한 직장생활은 물론 ‘나’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1. 교 육 명: 「YES를 이끌어내는 직장인을 위한 말 잘하는 방법」
2.
3.
4.
5.

일
시:
대
상:
장
소:
신청방법:

2017. 5. 24.(수) 10:00~17:00 / 총 6시간
사회복지시설·기관, 법인, 관련단체 종사자 등 40명(★접수순 마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복지타운 5층)
인터넷 접수 > 개인회원 가입 필수
협의회홈페이지(s-win.kr)≫교육신청(상단 Quick 메뉴)≫ 4기 직무능력 향상과정
6. 참 가 비: 35,000원(교재제공 / ü중식 미포함) : 영수증 출력가능 (마이페이지)
7. 교육비 환불: 교육취소는 교육시작일 3일 전부터 : 5월 19일(금)부터 환불불가
-카드결제: 결제취소 요청, 계좌이체: 반환청구서 팩스발송
* 반환청구서는 협의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 다운로드가능, 작성 후 팩스발송 (팩스 02-771-3357)
8. 기

타: 1)접수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교육이 취소 될 수 있음.
2) 교육과정 2/3이상 이수자에 한해 교육수료 인정, 수료증 온라인 발급
3) 대중교통 이용 -주차불가
9. 문 의: 정책개발부 김승현(☏02-2021-1733)
10. 세부일정
시간

내용

00:00~10:00

접수

강사

▪ YES를 이끌어내는 직장인 말 잘하는 방법
- 아이스브레이킹(소장소개/교육방향소개)
- 대화예절 : 악수와 커뮤니케이션

10:00~12:00

- 내 사람 만드는 스몰토크
▪ “마음을 훔치는 대화의 달인”
- 대화의 성공전략, 감성을 자극하라
- 대화의 호감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전략

5/24
(수)

- 이미지커뮤니케이션 활용하기

12:00~13:00
13:00~15:00

중 식(ü미포함)
▪ “잘 안 통하는 직장 상사(직원)와 대화하기”
- 제3의 대화법 : 적을 만들지 않고 자기주장 통과시키기

박양신 소장
▮스피치&이미지연구소

- 상사의 스타일에 맞는 보고의 기술
- 대화의 강력한 무기 활용법

15:00~17:00

▪ 성공한 사람들의 스피치 테크닉
- 나의 경쟁력, 말의 파워 이용하기
-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습관
-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스타일 진단하기

17:00~00:00

교육평가설문지 작성 및 종료

※ 교육진행상 일정 및 강사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교육원

붙임)

2017-5기 직무능력향상과정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고객(클라이언트)과의 이해관계 등 대면서비스 및 감정노동에 지친 사회복지사들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멘탈 트레이닝 능력을 학습함.

(Well Being)

1. 교 육 명: 「Well Being 사회복지사! 힐링&멘탈 트레이닝」
2.
3.
4.
5.

일
시:
대
상:
장
소:
신청방법:

2017. 5. 17.(수) 10:00~17:00 / 총 6시간
사회복지시설·기관, 법인, 관련단체 종사자 등 40명(★접수순 마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복지타운 5층)
인터넷 접수 > 개인회원 가입 필수
협의회홈페이지(s-win.kr)≫교육신청(상단 Quick 메뉴)≫ 5기 직무능력 향상과정
6. 참 가 비: 35,000원(교재제공 / ü중식 미포함) : 영수증 출력가능 (마이페이지)
7. 교육비 환불: 교육취소는 교육시작일 3일 전 : 5월 12일(금)부터 환불불가
-카드결제: 결제취소 요청, 계좌이체: 반환청구서 팩스발송
* 반환청구서는 협의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 다운로드가능, 작성 후 팩스발송 (팩스 02-771-3357)
8. 기

타: 1)접수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교육이 취소 될 수 있음.
2) 교육과정 2/3이상 이수자에 한해 교육수료 인정, 수료증 온라인 발급
3) 대중교통 이용 -주차불가
9. 문 의: 정책개발부 김승현(☏02-2021-1733)
10. 세부일정
시간

내용

00:00~10:00

접수

강사

▪ “왜 멘탈 트레이닝인가?”
- 아이스브레이킹(작가소개/교육방향소개)

10:00~12:00

- 더 이상 멘탈 ‘을 ’로 남지말자
- 나 자신부터 사랑하자 : 능동적인 삶을 선택하라
▪ “멘탈은 훈련 가능한 영역이다”
- 멘탈 형성에도 습관이 필요하다
- 행동보다 멘탈이 먼저다

12:00~13:00

중 식(ü미포함)
▪ “멘탈 트레이닝의 비밀, 무의식의 세계”

5/17
(수)

- 기억의 밑바닥 ‘잠재의식’

13:00~15:00

김시현 소장
▮사고혁신연구소

- ‘하고싶다’가 아닌 ‘하고 있다’로
▪ “잠자기 전 15분의 수면 혁명”
- 트레이닝 전 워밍업 하라
- 노력하지 말고 즐겨라
▪ “멘탈 강자로 사는 법”

15:00~17:00

- 멘탈 강화는 자신만이 가능하다
- 세상을 지배하는 멘탈 강자들 : 멘탈‘갑’으로 거듭나자
▪ 멘탈 트레이닝 기법 실습 및 공유 / Q&A

17:00~00:00

교육평가설문지 작성 및 종료

※ 교육진행상 일정 및 강사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교육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오시는 길
○ 주소: (0414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5층 (공덕동 370-18, 구 산업인력관리공단)
○ 대중교통
-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공덕역 2번 출구→계단 올라와 오른쪽으로 직진 300m 후→
마실면가 골목으로 우회전 후→직진 300m(도보 10분)→서울복지타운 5층 협의회 교육장
- 버스: 간선 110A, 163, 604, 740/지선 7016, 7613/마을 마포10
‘공덕역 2번 출구 정류장’ 하차 마실면가 골목으로 우회전 300m (도보 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