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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지속가능성장으로 주목받는 호주/뉴질랜드의 우수기관 방문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기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행복 시만를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연수를 기획 드립니다.

‘신 성장, 새 지평, 감동도시 ’

•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의 대표적 모델 도시 사례
• 에코 도시, 미래에너지를 활용한 도시의 에너지 효율화 사례
• 노인, 여성, 아동복지등의 행복를 위한 사회복지 기반 인프라
• 지역, 기업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루어진 성공사례
• 신성장, 새지평를 위한 방향과 대안 제시
• 우리 기관의 지속가능 성장 방향성과 독자적 지역 특화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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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명확한 발전방향 및 전략

친환경도시의 최적화 방안?

실행계획
- 친환경 미래 도시

- 행복한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진 및 지원시스템

복지 시스템 & 지원 방안?

- 지속가능 성장 도시
지속가능 성장의 특화 사업
우리 지역만의 지속가능 성장 특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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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분

40분

대학 실무자
기관설명회
개요 설명

▪ 해당 기관의 개요, 현황에 대한 설명

Q&A 및 자유
토론
주제
설명

▪ 연수 테마 관련 부서 실무 담당자의 사전에 요청한
질문서 내용에 대한 발표
▪ 현지 통역사를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총 2시간
소요 예상

(이동시간 포함)

50분

30분

▪ 현지 실무 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지 방문현장의
다양한 시설 등을 견학 벤치마킹

현장 실습
관련체험
시설 견학

대학
Tour및 상호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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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 우리의 실상과 비교하며 자유 토론

♣ 이동경로 : 인천⇒ 뉴질랜드 오클랜드 ⇒ 호주시드니 ⇒ 인천
인천

출국 : KE 613
09:50-12:50

귀국 : KE 614
14:0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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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1일차

지역

교통편

인천
뉴질랜드

시간
15:00

항공

16:50-18:15

세부사항
▣ 집합 : 인천 국제공항
▣ 출국 : 인천→ 오클랜드 ( KE 129 16:50-08:15)
▣ 조식 및 이동
▣ 공식방문1 ] Rotorua Lakes Council (로토루아 시청)
- 보건 및 복지관련 업무, 편리한 주거 환경 유지 운영사례
-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전

로토루아

전용차량

▣ 중식 및 이동

제2일차

▣ 현장탐방1] Daybreak Senior day care
- 보건 및 복지관련 업무, 편리한 주거 환경 유지 운영사례
-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후

▣ 석식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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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로토루아

세부사항
▣ 조식 및 이동
▣ 인프라체험: 오클랜드 문화체험
- 아그로돔 양쇼: 전형적인 농장의 모습과 양몰이 개의 시범관광

오전
제3일차

오클랜드

- 팜투어: 아드로돔 농장의 투어
▣ 중식 및 이동(오클랜드)

전용차량
오후

▣ 인프라체험: 오클랜드 문화체험
- 아그로돔 양쇼/ 팜투어
- 마이클 세비비 공원/ 미션베이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조식 및 이동(공항)
오전
제4일차
(일)

시드니

▣ 오클랜드→시드니(NZ 103)
▣ 중식 후 이동(블루마운틴)
▣ 인프라체험: 시드니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전용차량

- 블루마운틴의 명물 세자매봉 관광
오후

- 시닉워크웨이/ 시닉 케이블웨이0
▣ 이동(호텔)
▣ 석식 및 호텔 체크인/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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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조식 및 이동
▣ 이동
▣ 공식방문2 ] 켄터베리시(Canterbury City) 시의회

- 보건 및 복지관련 업무 운영사례
오전

- 노인요양복지 및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용차량
제5일차

시드니

▣ 중식 및 이동
▣ 현장탐방2 ] NDS(National Disability Scheme) 장애복지기관
오후

- NDIS(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운영시스템 사례
- 돌봄지원, 휴식지원, 특별한 거주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 운영.
▣ 인프라 탐방: 시드니 동부
- 더들리페이지/ 본다이비치/ 갭팍 등
▣ 석식 & 연수 디비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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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조식 및 이동
▣ 이동
▣ 공식방문 3] 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Inc
- 비영리 단체로서 여러 호주 정부기관의 지원금과 한인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호주한인복지회)

오전

시드니

-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전용차량

제6일차
▣ 중식 및 이동

▣ 현장탐방 3] ALAN WALKER VILLAGE
- 호주의 노인 복지 시설로 선진의 질 높은 복지 벤치마킹 사례
오후

- 개인의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식 노인 복지 시스템을 적용.
▣ 현지 문화 체험 : 시드니 시티팜 (Calmsley Hill Farm)
- 호주 농장 체험 : 양털깍기 쇼, 양몰이쇼, 채찍쇼
- 캥거루 먹이주기 /코알라
▣ 석식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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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조식 및 이동

▣ 공식방문4 ] Riverwood Community Center
- 운영 형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제안되고 운영됨.
오전

제7일차

시드니

- 고령자 및 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 운영 프로그램 사례.

전용차량

▣ 중식 및 이동
▣ 시드니인프라탐방

오후

*상기 일정은 현지 기업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가 있습니다.
- 오페라 하우스(내부 관람) , 미세스 맥콰리 체어, 하버브릿지
- 로얄 보타닉 가든

▣ 석식 – 디너 크루즈 탑승하여 선상 석식
▣ 연수 디브리핑/ 이후 자율 활동
시드니

전용차량

제8일차
인천

대한항공

06:00

▣ 공항으로 이동

08:45

▣ 귀국 : 시드니→인천 (KE 122 08:45-17:45)

17:45

▣ 인천 공항 도착 후 자율해산

*상기 일정은 현지 기관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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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ua Lakes Council (로토루아 시청)
기관 개요
⚫
⚫
⚫
⚫

설립: 1923년
홈페이지: http://www.rdc.govt.nz
주소: 1061 Haupapa ST. Rotorua
연락처: +64 7 348 4199

주요특징
⚫

로토루아의 시청 업무로는 시민을 위한 업무로서 국민들의 보건
및 복지관련 업무, 편리한 주거 환경 유지,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센터 건립 등 사회복지를 주업무로 하고 있음.

⚫

뉴질랜드 노인복지정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노인복지정책 현황
파악/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정부의 역할/ 노인일자리
정책 이해)

⚫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원하는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노인과 대화하는 자원봉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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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베리시(Canterbury City) 시의회
기관 개요
⚫
⚫
⚫
⚫

설립: 2016년
홈페이지: https://www.cbcity.nsw.gov.au
주소: Australia 2193 New South Wales
연락처: +61 2 9707 9000

주요특징
⚫

캔터베리 (Canterbury)는 호주 남서부 웨일즈 (New South Wales)
주에있는 시드니 서남부와 이너 웨스트 (Inner West)를 가로 지르는
교외 지역.

⚫

17개 동네로 구성된 켄터버리시는 140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민자 복지에 힘쓰고 있음.

⚫

캔터버리시 시의회에서는 복지단체를 지원하는 일과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 지방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음.

⚫

노인요양복지 및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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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Inc
기관 개요
⚫
⚫
⚫
⚫

설립: 1979년
홈페이지: www.koreanwelfare.org.au
주소: 94-98 Beamish St, Campsie NSW 2194 오스트레일리아
연락처: +61 2 9718 9589
주요특징

⚫

호주 한인 복지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여러 호주 정부기관의 지원금과
한인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한인 교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

⚫

호주의 복지전문가로서 한국의 정부, 지방자치정부, 각 대학교 및
사회복지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 강연을 하는
분야로도 활동범위를 넓혀왔음.

⚫

호주한인복지회의 HAP 프로그램은 한인 연로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취지의 프로젝트로 HAP 프로그램은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한인 사회에 알림으로써 한인 연로자와 그
간호인(간병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려.

⚫

호주한인복지회 주간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은 한인 노인들에게
친숙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른 한인 노인들과 함께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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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wood Community Center
기관 개요
⚫
⚫
⚫
⚫

설립: 1974년
홈페이지: http://riverwoodcommunity.org.au
주소: 151 Belmore Road North, Riverwood NSW 2210
연락처: +61 2 9533 0100
주요특징

⚫

리버우드 커뮤니티센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이라 볼 수 있지만
운영 형태는 우리와 같이 시 직영이나 공사 운영 또는 법인 민간
위탁의 형태가 아닌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제안되었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지역 주민 가운데 100인의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가
있고 이 가운데 10인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들이 분야별로
봉사를 담당. (상임위원 및 운영위원들은 무보수 자원 봉사임)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고령자를 위해 미니버스운영 및 여행 및 체험 서비스 제공, 노인들이
식사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지역 아동 돌봄
교육 서비스 제공, 방과 후 활동 지원, 팀 스포츠 및 무료 바비큐 파티
등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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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break Senior day care
기관 개요
⚫
⚫
⚫
⚫

설립: 1993년
홈페이지: https://www.daybreakseniorservices.com/
주소: 1351 Valley Drive Ogden, Utah 84401
연락처: +64 801-823-0160

주요특징
⚫

노인 주간보호시설로 노인돌봄 및 복지시설의 시스템 벤치마킹 및
지자체 사업 접목 사례.

⚫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안식 및 취미활동 등을 돕기 위해 설립된
100% 정부가 보조하는 양로시설.

⚫

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세부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데이케어 시설로 노인전문병원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 돌봄 서비스로는 간호서비스, 미용, 자연건강 치료법, 샤워 등
이있으며 전문분야로는 당뇨병 관리, 치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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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National Disability Scheme)
기관 개요
⚫
⚫
⚫
⚫

설립: 1900년
홈페이지: www.nds.org.au
주소: Level 19, 66 Goulburn Street Sydney NSW 2000
연락처: 02 9256 3111

주요특징
⚫

호주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자 주 장애인 단체 대표라 할 수 있는
곳으로, NDS 는 호주 내 약 600여 개의 장애인 단체의 연합체로
NDS에 속해 있는 서비스 단체들은 실제로 수천 개에 이르는 여러
유형의 장애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큰 조직체이다.

⚫

NDS가 NDIS(장애인개인예산제도)를 국가수준의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배경과 NDIS 도입까지 NDS 사무국의 역할 및 제도관련 초안
마련을 위한 현장과 의견 수렴과정 등 조사.

⚫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는 호주 주정부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장애 서비스와 장애관련 예산을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제도.

⚫

돌봄지원, 지역사회 전근 지원, 휴식지원, 특별한 거주시설 지원,
보조기기 지원, 가사지원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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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WALKER VILLAGE
기관 개요
⚫
⚫
⚫
⚫

설립: 1828년
홈페이지: http://www.wesleymission.com.au
주소: 1 Dalmar Place, Carlingford NSW 2118
연락처: +61 2 9857 2704
주요특징

⚫

호주의 노인 복지 시설로 선진의 질 높은 복지 벤치마킹 사례.

⚫

알란워커 빌리지 은퇴자들의 작은 마을로 거주자에게는 도서관, 실내
수영장, 스파, 큰 규모의 극장 및 세미나실, 바베큐 시설 등 여러
시설이 제공되며, 또한 거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 서비스 및
24시간 응급 상황 대기 일대일 개인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

⚫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단기간 'Flexi

care‘ 서비스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노화(DOHA), 연방 홈 지원 프로그램, 보건부(CHSP)서비스 등 개인의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식 노인 복지 시스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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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주제 및 일정 결정

TEL : 02-867-4840
H.P : 010-3869-7347

사전연수 과제배포

♣ E-Mail 문의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FAX : 02-867-4841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가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연수 결과 정리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총
차

최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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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

김민기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사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 20 -

※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