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설명회 개최 및 접수
1. 귀 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집행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이 날로 중요시
되어 감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올바른 사업비 집행과 시설운영 도모를 위한
「201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3. 이에, 매뉴얼이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
니다.
가. 설명회 개요
1) 일시: 2018. 12. 13.(목) 14:00~15:30(공무원 대상), 16:30~18:00(종사자 대상)
2) 대상: 자치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등 300명
3)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4) 내용: 매뉴얼 구성 및 주요내용, 활용방법, 질의사항 등
나. 참가신청
1) 기간: ~ 공무원, 종사자(각 150명) 접수순 마감
2) 방법: 협의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행사 >‘설명회 개최 및 접수’> 신청하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s-win.or.kr)
※구글독스(docs.google.com/forms/d/1B-c0kcWibPuI-GZYyMJbmrhktVSFyhphUcl_y48BEc4)

다. 문의: 정책개발부 이채린 주임(☎02-2021-1734)
붙임 1.「201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설명회」1부.
2.「설명회 약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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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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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2018. 12. 13.(목) 14:00~15:30(공무원 대상), 16:30~18:00(종사자 대상)
○ 대상: 자치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등 300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경우 기관당 접수인원 1명으로 제한
○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세부일정
- (1차) 공무원 대상
시

간

세부내용

14:00~14:03

인사말씀

14:03~15:00

매뉴얼 구성 및 주요내용, 활용방법

15:00~15:30

질의응답

비고

집필위원장
집필위원

- (2차) 종사자 대상
시

2

간

세부내용

16:30~16:33

인사말씀

16:33~17:30

매뉴얼 구성 및 주요내용, 활용방법

17:30~18:00

질의응답

비고

집필위원장
집필위원

참가신청

○ 접수기간: ~ 공무원, 종사자(각 150명) 접수순 마감
○ 접수방법: 협의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행사 > ‘설명회 개최 및 접수’ > 신청하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s-win.or.kr)
※구글독스(docs.google.com/forms/d/1B-c0kcWibPuI-GZYyMJbmrhktVSFyhphUcl_y48BEc4)
※종사자의 경우 기관당 접수인원 1명으로 제한
○ 문의: 정책개발부 이채린 주임(☎02-2021-1734)

- 1 -

「설명회 약도」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1-3(지번 주소)
▪ 대중교통 : 2호선 시청역 ⑩번 출구 > 뒤돌아 30m 직진 > 좌측 ‘서소문청사’ 입구 >
입구에서 좌측으로 10m 이동 > 우측 오르막길로 10m 진입 >
후생동 건물 진입(1층에 ‘소담’이라고 적혀있는 유리건물) > 4층 강당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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