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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기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직무능력향상교육 신청 안내
.
1. 귀 법인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1) 교육명 :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직무능력향상교육
2) 일시 : 2018. 8. 28.(화) 14:00~18:00
3)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대회의실(서울복지타운 5층)
4) 내용 :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 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사례
5) 대상 및 인원 :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70명
6) 교육비 : 10,000원
나. 신청방법
1) 접수 : 우리협의회 홈페이지(www.s-win.kr)>사회복지교육>「2기 법인실무자
직무능력향상교육」신청 페이지
2) 기간 : 8. 3(금)~접수순 마감
3) 문의 : 정책개발부 황진환 과장(02-2021-1731)
붙임 : 교육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수신자 : 사회복지법인 316개소
전결

황진환
담당
정책개발부장 윤연옥
사무총장 김일용
협조자
시 행 정책개발부-434(2018. 8. 2.)
접수
( 2018.
.
우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 www.s-win.or.kr
전 화 (02) 2021-1731 전송 (02) 771-3357
/ welfarehwang@s-win.kr

. )

붙임)

2018-2기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직무능력향상교육
사회복지법인 관련 규정(법령, 지침, 정관 등) 및 부정수급 사례교육을 통해 투명한 법인(시
설) 운영을 지원

1.
2.
3.
4.
5.

교 육 명:
일
시:
대
상:
장
소:
신청방법: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직무능력향상교육」
2018. 8. 28.(화) 14:00~18:00 / 1일 과정, 총 4시간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70명
서울시복지재단 대회의실(서울복지타운 5층)
인터넷 접수 > 개인회원 가입 필수
협의회홈페이지(s-win.kr)≫교육신청(우측 Quick 메뉴)≫ 2기 법인실무자교육
-교육신청 페이지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 가 비: 10,000원(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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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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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8/28
(화)

시간

교육내용

00:00~14:00

교육접수

14:00~16:00
(120분)

○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 실무
- 사회복지법인 일반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질의 응답

16:00-16:10

휴식

16:10~18:00
(110분)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사례
-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 사회복지 부정수급 예방 및 정책 동향
-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유형·사례
- 질의 응답

18:00~00:00

교육평가 설문지 작성 및 종료

강 사

박영용 주무관
서울특별시 법인시설팀

구연창 팀장
서울특별시 법인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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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후→버스정류장 지나서 오른쪽 골목→직진 300m(도보 10분)→서
울복지타운 5층, 서울시복지재단 대회의실
- 버스 : 간선 110A, 163, 604, 740/지선 7016, 7613/마을 마포10‘공덕역 2번 출구 정류
장’ 하차 오른쪽 골목 300m (도보 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