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2020년 2, 3차(7월~10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이버 보수교육을 확대하여 2020년
2, 3차(7월~10월) 실시간 사이버 보수교육 60회, 녹화형 사이버 보수교육 49회 과정을 계획하였으며, 한
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아래 내용 및 협회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어, 원활한 보수교육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방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 개별 로그인 - 집합보수교육 신청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신청 - 교육비입금
나. 교육비: 일반과정 40,000원, 특화과정(2일) 120,000원, 특화과정(4일) 220,000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및 협회 회원은 교육비 중 20,000원 지원)
다. 2020년 서울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교육방벙

집합 보수교육

교육비

- 일반과정 28,000원
- 특화과정(2일) 122,000원
- 특화과정(4일) 222,000원

- 일반과정 20,000원
- 특화과정(2일) 100,000원
- 특화과정(4일) 200,000원

- 연간 4평점까지 인정
- 사전승인자

- 연간 8평점까지 확대
- 보수교육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사이버 보수교육
이수평점 및 대상

변경후
- 실시간 사이버 교육(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활용)
- 녹화형 온라인 교육(애니메이션 컨텐츠)

라. 주요 안내사항
※ 사이버교육의 상세 내용은 반드시 협회 공지사항 또는 보수교육 게시판을 참조 해 주세요.
- 보수교육센터 상의 이메일과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만 사이버 보수교육을 수강이 가능
하오니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교육의 신청 할 경우 취소처리가 될 수 있으니 해당지역(서울)의 교육을 신청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타지역 수강할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이미 납부하신 교육비의 경우 환불신청하시면 차액을 환불처리 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
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교
육 참가방법(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 상관없이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를 요
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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