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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18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12월8일(월)부

터 17일 까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시험 시행

은 2015년 1월 24일(토) 개최 예정입

니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2015년 2월 25일

(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서류 접

수를 2015년 2월 25일(수)부터 3월9

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합격자는 3월 25일(수) 산

업인력관리공단 및 한국사회복지사협

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험 시행지역은 전국 10개 지역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

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

주 지역으로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가능합니

다.   

시험 과목은 3과목 (8영역)으로 진행

되며,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진행됩

니다. 사회복지기초 과목으로 인간행

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영역

이며, 사회복지실천 과목으로 사회복

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

사회복지론으로 진행되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으로 사회복지정책

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으로 치뤄집니다.  

 시험 합격 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하며, 합격예정자

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응시

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

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는 합격예정을 취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공지사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

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교육 신청을 

바랍니다. 보수교육대상 등록 및 보수

교육 신청과 이수 확인에 관련한 정보

는 아래의 보수교육관리센터(http://

edu.welfare.net)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014 보수교육 운영지침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 - ‘제2장 교육 대상’ 참조)』 

 나. 대상자 등록 방법 

1) 신규 종사자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

지 -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 신규등록 

2) 기존에 등록된 종사자 : ‘경력관리’ 

부분 수정하여 근무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록 및 교육 이수 안내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bit.ly/1x90u8c
http://www.q-net.or.kr/site/welfare
http://edu.welfare.net/BbsContents.cmd?cmd=bbsContentsShow&curPage=1&pSearchKey=subject&pKeyWord=&pMode=Info&pBbsId=1&pSec=normal&pSeqNo=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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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열기 확

산을 위한 문화도민 서포터즈 동계 캠

프 안내 

〮 기간 : 12월21일~22일 

〮 장소 :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 대상 : 선착순 200명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을 위한 2014년 WSM공연 특별 

할인 혜택 (공연예매 1566-5490) 

〮 공연예매 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임

을 말씀해주세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014 광주사회복지사의 밤에 초대합

니다.  

〮 일시 : 12월19일(금) 18시30분~ 

〮 장소 : 퀸스컨벤션1층 

〮 참가대상 : 광주지역사회복지사 

〮 참가비 : 1인 5,000원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추가

교육 개설을 위한 현황을 파악합니다. 

〮 접수기간 : 12월10(수) 18시까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이용자 중심의 휴먼브릿지 사업의 일환

으로 협업과 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퍼

실리테이션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

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2월10일, 17일 

〮 장소 : 대림빌딩 9층 대강당 

〮 내용 : 퍼실리데이터(조력자)로서의 

역랑걍화 및 업무 적용방법 습득 

〮 참가비 : 회비납부자 20,000원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15 사회복지사 다이어리 배부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중앙의

료재단 업무협약 체결  

〮 협약내용 :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협약  

〮 협약기간 : ~2015년10월13일 

〮 대상 : 제주협회 회원 및 가족 

〮 서비스내용 : 종합건강검진 20%감

면, 병원장례식장 이용료 50%할인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도서소개 

복지현장에서 주민에

게 길을 묻다 

저자 : 이정관,김미영, 이

익선,이성숙,남궁순철,김

성기,최시정,김철우,곽현

규,이정희,안미영 

출판사 : 정민사  

.. 영구임대 아파트가 주거안정을 향

상 시킨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최하

층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역 내

에서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 찍

히고 자녀교육, 치안 등의 모든 분야에

서 차별과 소외가 대물림 되는 슬럼가

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될만한 사람이 없어 빈곤

이 세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본문 : P. 294) 

모금의 비밀 ‘나팀장 

보고서’ 

글, 그림 : 이재현 

출판사 : 아르케  

 

.. 어떤 기부금을 받고 

어떤 기부금은 받지 않을 것인가? 절

대적인 기준은 존재하는 것인가? .. 단

체의 윤리적 기준은 그 단체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문 : P. 163) 

내용 보기 

내용 보기 

http://www.bookcosmos.com/sub/member/Member_welfare.asp
http://www.gsw.or.kr/innotice/46381
http://www.welpia.org/bbs/?status=main&code=read&db_name=bbs8&no=1130
http://www.djasw.or.kr/board/board_04.htm?ctype=bbs_view&board=board_25&page=1&file_ct=&re_num=0&num=&depth=0&thread_num=957.00000000000000000000&tt=rep&url=&st_page=1&ed_page=10&total_num=898&tn=notice&page=1&mode=read&no=958&keyfield=&key=&article_num=&f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22&brd_articleId=126479
http://g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9&brd_articleId=126406
http://www.gasw.or.kr/board/view.php?id=7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8
http://jeju.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26&brd_articleId=1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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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보상 심사와 관련한 전문가 

중심의 보상심사위원회 발족 

<자세히보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4-15년도 사회복지 취약계층 및 복지

시설 물품지원 <희망나눔> 

<자세히보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성명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

선 성명서                          <자세히보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건설협회 사랑의 쌀나눔 지원사업 

신청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

스 체험후기 공모전 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2회 복지사회정책포럼 개최 및 참석 

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5대 대표이사(회장) 선거 입후보 등

록절차 및 선거공고            <자세히보기>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회복귀시설 운영길라잡이 사회복귀

시설 공통매뉴얼                <자세히보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5년도 정부양곡 배송사업 수행지

역 확대 센터 및 신규 수행센터 모집 

<자세히보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련의료사회복지사 이수여부 결정을 

위한 수련평가자료 제출안내  

<자세히보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학교사회복지 실습지도자 교육 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부분 중 작업치료사 부분에 관한 

건                                    <자세히보기> 

주요 행사 안내 

[서울특별시] 제2회 서울시 유니버

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일시 : 12월16일(화) 14:00~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8F 

<자세한 내용 보기> 

 

[우천복지재단] 2015년 1월 소액

치료비지원-모금사업 안내  

-대상 : 치료중이거나 치료예정인 

저소득자 

-기간 : 12월1일~’15년11월30일 

-문의 : 031-708-6798 

<자세한 내용 보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소아암환

아 치료보조비 지원공고 

-기간 : 12.8~12.12 

-한도 : 1인 5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kwcu.or.kr:444/front/product/insurance2.do?brd_kind=8&top_no=1
https://www.kwcu.or.kr:444/front/board/boardView.do?brd_kind=NOTI&top_no=3&brd_reg_no=283
http://kncsw.bokji.net/kncc/s03/view.jsp?boardId=bokjiSocietyNews&boardidx=8236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501&page=0
http://www.kaswcs.or.kr/bbs/board.php?bo_table=0404&wr_id=2057
http://www.hinet.or.kr/Board/Notice_View.aspx?div=4&b=1038&p=0&c=&s=
http://www.kawid.or.kr/2013/bbs/board.php?bo_table=B21&wr_id=495
http://www.kavrd.or.kr/sub/community/community01.php?bbsCode=notice&idx=1307&page=1
http://www.kpr.or.kr/bbs/detail.php?content_uid=24652&board_id=bbs21
http://www.jahwal.or.kr/vivaboard/content.asp?idx=96862&uid=gongi&gotopage=1&sgubun=4
http://www.kamsw.or.kr/
http://www.kassw.or.kr/03_education/education01.asp?code=read&idx=142&page=1
http://www.kamhsw.or.kr/
http://welfare.net/site/ViewWelfareEvents.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articleId=126490
http://welfare.net/site/ViewWelfareEvents.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articleId=126390
http://jungbu.welfare.net/bbs/board.php?support_type=0&tmp_year=2014&tmp_month=12&wr_id=185&bo_table=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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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향 

최근 접수 의안 (2014.12.1~12.5)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849) 

– 제안일자 : 2014-12-05 

– 제안자 : 정희수 의원 등 10인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형이 징역형에 비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벌이라 보기 어려

운 측면이 있는바, 벌금액의 상한을 2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

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

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 보기>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1912835) 

– 제안일자 : 2014-12-05 

– 제안자 : 조명철 의원 등 17인 

양친이 될 사람의 경제적 요건을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입양기관의 사후

서비스 제공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입양 성립 후에도 입양부모

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입양기관

이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양기관을 업무정

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입양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 보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일부 개정 법률안 (1912833) 

– 제안일자 : 2014-12-05 

– 제안자 : 원혜영 의원 등 15인 

연말에 기부문화 분위기가 본격화된다

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5일을 기

부의 날로 지정하고, 모범 기부자에 대

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

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자세한 내용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

률안 (1912818) 

– 제안일자 : 2014-12-06 

– 제안자 : 이한성 의원 등 10인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하

여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

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

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는 것임.                 <자세한 내용 보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69) 

– 제안일자 : 2014-12-2 

– 제안자 : 서용교 의원 등 10인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787) 

– 제안일자 : 2014-12-03 

– 제안자 : 류지영 의원 등 10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자를 해당기관 운

영자에서 취업하려는 자 등으로까지 확

대하고 가정방문학습교사를 모집하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 보기> 

 

국 민 연 금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1912790) 

– 제안일자 : 2014-12-03 

– 제안자 : 최동익 의원 등 12인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되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사

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후 

빈곤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 보기>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

의안 (1912746) 

– 제안일자 : 2014-12-01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본의회의결 : 2014-12-02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kwcu.or.kr:444/front/product/insurance2.do?brd_kind=8&top_no=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A4N1J2V0Y5I1U5M1R7U0S6M4Q2T5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M4S1L2F0B5I1Z1D0U0J4N3Q4F6F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Z4Y1F2Z0Y5G0Z9L3G8J4Q5M5F1X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P1A4K1V2E0M4P1C3V2U0I2Y4L0X6L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R4R1N2X0Z2C1J4L2K5N5W9P7Y1H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1P4E1F2I0G3N1Y5C2G0E2L8I3P3C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I4Q1E2F0V3T1Y5Y3I9X1H2C2C4Q0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O4Q1R1C0D6J1D9H5Z7J1F4M7C0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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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Issue & Focus  

긴급복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

는 사유』 고시 일부 개정안 

○  개정이유  

이혼의 위기상황 판단시 소득기준 적용

을 생략하고, 휴업․폐업과 실직의 요건

을 완화하며, 출소자의 가족 관계의 범

위를 넓히는 등 최근의 경제상황과 저

소득층의 어려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

여 위기상황요건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

고자 함 .                <자세한 내용 보기>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  개정이유 

소득기준 완화와 더불어 금융재산 기준

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 보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

기준』 일부 개정안 

○  개정이유 

15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긴급

지원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 보기> 

 

 

 

정부 동향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가운데 꼴찌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사회

복지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

서에서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

한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해 비교해보니, 

한국이 2011년 기준 65.5점(평균 100

점)으로 비교 대상 30개국 가운데 꼴찌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빨리 늙는 한국 ‘복지 지팡이’가 흔들린다 

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중이 아직까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지만(2010년 기준 우리나라 11.0%, 

OECD 평균 14.7%) 노령화 진행속도

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르게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급속하

게 진행되는 노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보

험성 기금의 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상

태라는 지적이다.                   [비바100] 

 

천안시, 내년 사회복지·보건분야 

36.8% 3572억원 편성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보건분야

에 저소득층 생계·주거비 지원 333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63억원, 영유아 보

육료지원 599억원, 가정양육수당 250

억원, 기초연금 699억원 등 총 3572억

원(36.8%)을 편성했다.  [대전투데이]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전진배치 효

과는 어느정도? 

시범사업은 지난 5개월여 동안 이도2

동에서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직업

상담사 등 3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80가구를 

중점 방문대상으로 선정해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헤드라인제주] 

 

생활밀착형 복지데이터 450만 여

건 개방 

‘생활밀착형 복지데이터’란 사회복지시

설 위치정보, 행사정보, 구인정보, 후원

금(품) 정보 등 450만 여건의 복지자원

(민간 150만 건, 공공자원 300만 건) 

정보다.                               [경향신문] 

한 주간의 복지 뉴스 

http://download.mw.go.kr/front_new/modules/download.jsp?BOARD_ID=200&CONT_SEQ=309989&FILE_SEQ=158638
http://download.mw.go.kr/front_new/modules/download.jsp?BOARD_ID=200&CONT_SEQ=309982&FILE_SEQ=158637
http://download.mw.go.kr/front_new/modules/download.jsp?BOARD_ID=200&CONT_SEQ=309977&FILE_SEQ=158636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7647.html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41204010000749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718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6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51134562&code=9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