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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7  /   NO. 2016-15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Power Social Worker’ 2017년 다

이어리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다이어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전국사

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6년 9월 13일(화)부터  재고 소진시까지 

▣ 판매금액 : 권당 5,000원(부가세 포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계좌입금 

                       (온라인신청-계좌입금-입금확인 후 제작-일괄배송) 

▣ 배송일정 : 2016년 12월 5일(월)부터 일괄배송 진행 

▣ 다이어리 사양   

        - 표지 : 2가지 색상(진한갈색, 노랑주황),      - 제본 : 스프링 제본 

        - 내지사양 : 본문 260page(월간계획, 주간계획, 회의상담기록, 메모)       

        - 구성 :  전후면 멀티포켓, 볼펜꽂이, 가름끈 
구매신청하기 

https://kasw-my.sharepoint.com/personal/metzs922_kasw_or_kr/_layouts/15/guestaccess.aspx?guestaccesstoken=P2AAwLj0BZ2x16qkGjdFLUp81sRUKsB%2fU1Uo%2bA%2byFjk%3d&docid=1_16194262e4381449ba5fc2518da3815ab&wdFormId=%7B86C32AC8%2DBC47%2D4139%2D8C21%2DFE9A4D1D2292%2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59604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page=1&brd_searchMode=false&brd_articleId=159876&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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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fare News  

 1인 가구 30% '독거 노인'…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 [JTBC]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특정감사 [뉴시스]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사칭 땐 과태료 150만원 [한겨레] 

 경기도교육청의 흔들리는 초심과 교육복지사의 눈물 [한국일보]  

 조손가정 아동-관악구 사회복지사와 특별한 외출 [국제뉴스] 

 [인천의 아침] 복지마피아와 정보공개 [경기일보] 

 교육복지사는 해고… 다른 비정규직은 유지? [중부일보]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위향상 조례 개정 추진 [울산종합일보] 

회원서비스 
<사회복지사 배지 구입 안내>  

 크기 :  가로 2.5cm * 세로 0.95cm  

 구입금액 : 개당 5,000원 

 문의 : 회원권익본부 여수정 주임

(070-7122-1011) 

 

 

<한화리조트 객실할인쿠폰 안내>  

 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적용대상: 2016년 연회비 납부자 

 문의 : 회원권익본부 여수정 주임

(070-7122-1011) 

 

 

<스파&워터파크  5개지점 할인>  

 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대상: 2016년 연회비 납부자 

 문의 : 회원권익본부 여수정 주임

(070-7122-1011) 

 

 

 

<전북상설문화공연 할인 안내>  

 기간 : 2016년 12월  17일까지   

 적용대상: 2016년 연회비 납부자 

 문의 : 회원권익본부 여수정 주임

(070-7122-1011) 

내용 보기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 사회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80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및 보
수교육 제도개선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 10. 19(수), 14:00~16: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오제세, 김순례 

○ 주 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①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개정(3급폐지,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②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기준 마련에 따른 윤리위원회 신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제도개선 

① 사회복지사 자격유지 요건으로써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도입 

② 실천현장에 맞춘 보수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지사 교육권 강화 

 Hot Issue  

내용 보기 

내용 보기 

 클릭   

내용 보기 

참가신청하기 

http://news.jtbc.joins.com/html/523/NB11314523.htm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30_0014356842&cID=10803&pID=108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27851
http://www.hankookilbo.com/v/9d4e59dd01bb4f0d803185ce008675de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993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8157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6003
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347
http://www.welfare.net:80/site/intro/introNotice.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page=1&brd_searchMode=false&brd_articleId=139743&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page=1&brd_searchMode=false&brd_articleId=125371&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http://www.welfare.net:80/site/policy/politicIssue.jsp?brd_cmd=ViewArticle&brd_searchReserved3=&requiredAppDataCount=0&brd_searchToken=&brd_searchReserved1=&brd_searchReserved2=&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Headword=&brd_boardId=policy_politicIssue&br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page=1&brd_searchMode=false&brd_articleId=153989&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57124
http://www.welfare.net/site/ViewPoliticIssue.action?brd_cmd=ViewArticles&brd_boardId=policy_politicIssue
http://www.welfare.net/site/ViewPoliticIssue.action?brd_cmd=ViewArticles&brd_boardId=policy_politicIssue
http://www.welfare.net/site/ViewMemService.action
http://www.fowi.or.kr/news/notice.php?sno=0&group=basic&code=B1&category=&&abmode=view&no=65&bsort=&bfsort=
https://goo.gl/forms/1dc0GHo67saUBGG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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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꿈’ 삼성

과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

상만들기 사업신청 안내 

-신청기간 : 8. 24(수)  - 10. 7(금 

-사업목적 :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으

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지원하

여 사회복지발전에 기여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시스템 

<자세한 내용 보기> 
 

 

[아산재단] 2016년도 SOS 복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문의 : 02-3010-2567 

<자세한 내용 보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16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상 후보자 
추천공고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016 사회복지사대회 「꿈」 개최에 따
른 찬조 요청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5회 경기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16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참가자 
모집 안내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안내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2016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열정
공유 강연” 콘서트 안내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016년도 대구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참가신청 안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제18차 사회복지사대회 유공자 추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16년도 하반기 북부권 영화관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협 페이스북' 친구요청하세요! ' 

지방협회소식  지방협회의 이름을 클릭하세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제16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
시험(필기 및 구술시험) 실시 안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KDB 청소년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선발 공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17년 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16년 사회복지관 중간관리자 교
육』 안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6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 자립생활지원 전문교육 실시 
안내 

직능단체소식  직능단체의 이름을 클릭하세요   
보수교육안내 

<강점관점 해결중심사회복지상담  교

육안내(심화,수퍼비전)> 

 일자 :  

  - 심화과정 : 10.20 - 10. 21 

  - 수퍼비전과정 : 12. 1. - 12.2. 

 장소: 협회 세미나실 

 대상  :  강점관점 해결중심 사회복지
상담 교육 이수 한 사회복지사 

 문의 : 교육훈련본부 전선화 주임
(02-786-0846)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welfare.net/site/ViewWelfareEvents.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articleId=158454
http://www.welfare.net/site/ViewWelfareEvents.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articleId=156565
http://sasw.or.kr/zbxe/notice/413297
http://basw.or.kr/notice/105264
http://kg.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8&brd_articleId=159714
http://www.gbasw.or.kr/board/view/menu03_01/20232
http://www.djasw.or.kr/sub/d1.asp?action=view&intSeq=1055
http://www.djasw.or.kr/sub/d1.asp?action=view&intSeq=1055
http://g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9&brd_articleId=159499
http://www.welpia.org/index.php?status=menu7&code=01&no=1360
http://www.gsw.or.kr/innotice/56437
http://jeju.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26&brd_articleId=157696
http://jeju.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26&brd_articleId=159760
http://www.kamhsw.or.kr/sub.php?menukey=18&id=notice1&idx=964
http://www.kassw.or.kr/05_board/board01.asp?code=read&idx=1101&re_level=0&re_step=0&board=board08
http://kaccc.org/wizhome/menu_106.html
http://www.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articleId=159340
http://www.hinet.or.kr/Board/Notice_view.aspx?div=4&b=1238&p=0&c=&s=
http://kacold.or.kr/bbs/board.php?bo_table=welfare&wr_id=1217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57594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5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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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6.9.22 

-제안이유: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보호자

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노인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한 실정임. 이에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

도록 하며, 영상정보의 열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사전에 차단하여 노인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16.9.21 

-제안이유: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자격

을 갖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사례관리의 운영 및 통합사

례관리 전담인력의 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이 저해되

고 있는 상황임. 이에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기간 :2016.9.23~11. 2  

- 개정이유 및 내용 : 환자 안전을 위협

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

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

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

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하거나 투약한 경우 

-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

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기간 :2016.9.23~11. 1  

- 개정이유 및 내용 : 중증 및 희귀난치

성 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

이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는 시·군·구청

장의 급여일수 연장 승인 대상에서 제

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급여

법상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

계상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 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 등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외 근거 마련 등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2016.9.23~11. 2  

- 개정이유 및 내용 :  간호조무사의 자

격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양성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

80조(2015.12.29.)에 근거하여 간호

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간호

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 시

행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개정

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이 2016년 4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

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입법. 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입법 행정예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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