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0월 서울사회복지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및 신청 안내

.
1. 귀 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의회 서울사회복지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관련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신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10월 서울사회복지교육원 교육과정】
구분

교육명

일시

교육비

전문과정

4기 전문과정
<사례관리, 초기 과정부터 수퍼비전까지>

10.4(목)~10.5(금)

60,000원

재해예방

전문2기 재해예방안전관리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0.11(목)

30,000원

나.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 관련단체 종사자
다. 신청방법 : 우리협의회 홈페이지(www.s-win.kr) ⇨ 교육 신청 페이지
라. 접수기간 : 접수순 마감
마. 문의 : 정책개발부 백은주 주임(02-2021-1732)
붙임 1. 교육안내문 각 2부.
2.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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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주
담당
과장 황진환
정책개발부장 윤연옥
사무총장 김일용
협조자
시 행 정책개발부- 486 (2018. 9. 4.)
접수
( 2018.
.
. )
우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 www.s-win.or.kr
전 화 (02) 2021-1732 전송 (02) 771-3357
/ eunju@s-win.kr

붙임)

2018-4기 전문과정
사례관리 담당자의 사례관리 초기 개입과정부터 수퍼비전까지 체계적 운영 전문성
향상도모 및 사례관리자의 심리·정서적 전환과 소진의 예방적 해소를 목적으로 함.
1.
2.
3.
4.
5.

교 육 명:
일
시:
대
상:
장
소:
신청방법:

「사례관리, 초기 과정부터 수퍼비전까지」
2018. 10. 4.(목) ~ 10. 5.(금) 10:00~17:00 / 2일 과정, 총 12시간
사회복지시설·기관, 법인, 관련단체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등 30명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복지타운 5층)
인터넷 접수 > 개인회원 가입 필수
협의회 홈페이지(s-win.kr)≫교육신청(우측 Quick 메뉴)≫ 4기 전문과정
6. 참 가 비: 60,000원
- 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 결제 완료(영수증 홈페이지 내정보에서 출력가능)
- 결제방법: ① 협의회홈페이지결제시스템(카드,계좌이체)이용
② 기타입금 이용 시-우리은행 1005-301-602621(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입금방법: 입금자명 교육일자+성함(ex.1004홍길동)
7. 기 타: 1) 교육과정 2/3이상 이수자에 한해 교육수료 인정, 수료증 온라인 발급
2) 대중교통 이용 권장 *유료주차(1시간 3,000원 / 카드결제만 가능)
8. 문 의: 정책개발부 백은주 주임(☏02-2021-1732)
9. 세부일정
일자

10.4
(목)

시간
00:00~10:00
10:00~12:00
(2H)
12:00-13:00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준비와 기초
- 실무자 인터뷰 및 수퍼비전

강 사
최란주 외래교수
삼육대학교

중 식

13:00~15:00
(2H)

▪사례관리 초기과정
- 사례초기과정의 주요과업
- 사정 및 초기 기록법
- 기초상담실습과 사정질문
- 자원과 네트워크 기반 설계

〃

15:00~17:00
(2H)

▪사례관리 개입과정과 주요기술 1
- 사례개입의 주요 과업 점검
- 과정기록법
- 사례관리의 직간접 실천방법

〃

17:00~
00:00~10:00

1일차 교육종료
2일차 교육접수

10:00~12:00
(2H)
12:00-13:00
10.5
(금)

교육내용
1일차 교육접수

13:00~15:00
(2H)
15:00~17:00
(2H)
17:00~

▪사례관리 개입과정과 주요기술 2
-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활용
- 사례관리회의와 수퍼비전 시스템의 활용

상동

중 식
▪사례관리 평가와 종결
- 종결과정의 주요 과업 점검
- 종결기록법
-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자원
▪사례관리자의 자기이해와 수퍼비전
- 사례관리자 자기점검과 이해
- 다차원적인 수퍼비전 방법
교육평가 및 수료

〃

〃

※ 상기 교육순서는 교육장 여건 및 강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교육원

붙임)

2018-전문2기 재해예방 안전관리과정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 대응능력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전문성 강화
1. 교 육 명: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일

시: 2018. 10. 11.(목) 10:00~17:00 / 1일 과정, 총 6시간

3. 대

상: 사회복지시설·기관, 법인, 관련단체 종사자 등 30명

4. 장

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복지타운 5층)

5.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개인회원 가입 필수
협의회 홈페이지(s-win.kr)≫교육신청(우측 Quick 메뉴)≫ 전문2기 재해예방
6. 참 가 비: 30,000원
- 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 결제 완료(영수증 홈페이지 내정보에서 출력가능)
- 결제방법: ① 협의회홈페이지결제시스템(카드,계좌이체)이용
② 기타입금 이용 시-우리은행 1005-301-602621(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입금방법: 입금자명 교육일자+성함(ex.1011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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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유료주차(1시간 3,000원 / 카드결제만 가능)

9. 문

의: 정책개발부 백은주 주임(☏02-2021-1732)

10. 세부일정
일자

시간
00:00~10:00
10:00~12:00
(2H)

10.11
(목)

교육내용
교육접수
▪응급처치
- 응급처치 기본 강의 및 실습

12:00-13:00
13:00~17:00
(4H)
17:00~00:00

강 사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

중식
▪심폐소생술
〃

- 심폐소생술 강의 및 KIT 활용 실습진행
교육평가 설문지 작성 및 종료

※ 상기 교육순서는 교육장 여건 및 강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교육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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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방향(서강대학교 방
면) 100m 후→ 버스정류장(근처 SK아파트 공사 중)→ 우측방향 200m(도보
10분)→서울복지타운 5층 협의회 교육장(서울창업허브 뒷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