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외연수 전문기업!! -GBC

싱가포로 사회 복지 기관
해외연수

⚫ 지역: 싱가포르
⚫ 일정: 3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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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선진국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설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각 시설의 사회복지프
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보고 경험하여 우리 기관의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

해외 선진 사회복지기관 & 관련 인프라 탐방을 통하여 우리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사회 복지
프로그램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핵심역량 확보를 모색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제안 드립니다.

• 선진 사회 복지기관의 현장 방문으로 선진운영시스템 이해
•

현지 체험과 설명으로 우리 기관의 복지 시스템 미래 방향 제시

•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자립, 지원 시스템의 성공요인 학습
•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화된 시스템적 요인에 대한 양성제도 습득
• 사회복지의 선도기관으로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접목
• 우리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 성장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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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핵심 Key Point & 전략적 방향

사회 복지 전문기관으로서
경쟁력 강화방안

프로그램, 서비스 측면의
차별화를 통한 강한 현장

사회 복지 담당자으로서
전문성

WCC의 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운영 시스템 관리에 전문화로 최상의 사회

복지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인 교육, 지원, 자립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화 요인은?

사회 복지 담당자로서의 독창적,
전문인으로의 육성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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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자료 수집 및 일정 도출

[사전 학습]

※방문기업 선정 기준: 선진 복지 기관으로
운영, 서비스적인 차별화 경쟁력을 가진 기관

[해외연수 진행]

[사후 정리]

연수취지확인 및 공유

연수 진행

사전학습

담당자
설명

연수 내용 공유
이문화
체험

연수 포인트 도출

현장적용 방안 모색

현지 벤치마킹

연수효과 극대화

사후 보고

결과 보고서 ※

연수의 ‘학습전이’

※연수 결과의 공유

4

김해

출국:SQ 615
08:00 -13:25

귀국: SQ 616
23:10- 익일 06:30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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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01일

지역

교통편

시간

인천

대한항공

14:45-19:55

싱가폴

전용차량

20:00

세부사항
● 출국 : 인천국제공항->싱가폴 ( KE 643 14:45-19:55 )
● 석식 & 오리엔테이션
● 기상, 조식, 이동

오전
제02일

싱가폴

전용차량

● 공식방문 1) Society for the aged sick (SAS)

(사회복지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
● 중식 & 이동

오후

● 싱가폴 문화 탐방
쥬롱새 공원/ 시청광장/ 오챠드 거리 등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 기상, 조식, 이동
● 공식방문 2) 싱가폴 사회복지협회(NCSS)

오전
제03일

싱가폴

전용차량

(싱가폴 사회복지협의 운영 및 싱가폴 사회복지 시스템)
● 중식 & 이동

오후

● 싱가폴 문화 탐방
센토사 섬(케이블카, 머라이언 타워, SEA 아쿠아리움)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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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기상, 조식, 이동
● 공식방문 3) Christian Outreach to the

전용차량

제04일

오전

싱가폴

Handicapped(COH)- 전국사회복지네트워크
- 싱가포르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지원및 자원활동
● 중식 & 이동

오후
항공

● 싱가폴 문화 탐방
가든 바이더 베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주변 등
● 석식 & 이동 & 귀국 준비
● 귀국 : 싱가폴->인천국제공항 ( KE 644 23:35-05:55 )

제05일

인천

05:55

● 인천 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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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Singapore People's Association)
기관 개요
⚫ 설립: 1960년
⚫ 홈페이지: https://www.pa.gov.sg/contact-us
⚫ 주소: 9 King George's Avenue Singapore 208581
주요특징
⚫

싱가폴 사회복지센터로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인종 간 조화
와 사회적 결속을 증진하기위해 설립하여 “One People, One
Singapore (하나의 싱가폴)”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

⚫

풀뿌리 조직 (GRO), 100 개 이상의 커뮤니티 클럽, 5 개의 지역
개발위원회, 전국 공동체 리더십 연수회 (Community
Community Leadership Institute) 및 수자원 벤처 (WaterVenture)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

시민 의식이 있는 청소년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사회
봉사 플랫폼을 제공, 빈곤층 및 노약자들에게 주간 무료 급식 배
포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봉사 프로그램을 100회 이상 실시해오
고 있음.

⚫

싱가폴 사람들을 위한 사회, 문화, 교육 및 운동 활동에 대한 단
체 참여 증진 및 조직의 참여 증진 활동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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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uncll of Social Service
(NCSS/싱가포르 사회 복지 협의회)
기관 개요
⚫ 설립: 1958년
⚫ 홈페이지: https://www.ncss.gov.sg/home
⚫ 주소: Ulu Pandan Community Building 170 Ghim Moh Road,
주요특징
⚫

지역 사회 봉사와 사회 복지에 관심이 있는 조직과 개인을 한자
리에 모으기 위해 설립.

⚫

효과적인 사회 복지 생태계를 위해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을 강
화하고 사회 복지 요구를 옹호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있어 리더십과 방향을 제공.

⚫

직원들에 의해 제기 된 사회적 도움 및 지원 프로그램인 SHARE
와, 자원 봉사 행동 개발 센터 및 Sharity 프로그램이 시작됨.

⚫

조직의 요구와 개발에 사회 복지 기관인 회원들을 참여시키고
지원함. 또한 파트너, 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 함께 프로그램 기능
향상

⚫

Sun Ray는 NCSS의 인적 자본 개발 부문 인 SSI (Social Service
Institute)에서 관리하는 경력 체계로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분
야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작업 포트폴리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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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Outreach to the Handicapped(COH)
기관 개요
⚫ 설립: 1979년
⚫ 홈페이지: https://coh.org.sg/
⚫ 주소: Tampines Street 41, #01-311 Block 414, 싱가포르 520414
주요특징
⚫

싱가포르의 사회 복지 부문을 조정하는 전국 기관인 NCSS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이 설립 한 비영리 단체.

⚫

Tampines와 Toa Payoh의 두 곳에서 Emmanuel Activity Centers
를 운영하여 사회 적응을 목표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일주일에 두 번 몇 시간 동안 소그룹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
린이들에게 수업을 제공.

⚫

18세에서 55세 사이의 성인 지적 장애인(IQ 70 미만)에게 재활
운동을 통하여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등급에 따라 교육시키고 훈련시킴.

⚫

일상 활동에서 독립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자존감 수준을 높이는 것에 힘을 쓰고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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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ng people with disabilities
(SPD/ 장애인 지원 협회)
기관 개요
⚫ 설립: 1964년
⚫ 홈페이지: https://www.spd.org.sg/
⚫ 주소: 2 Peng Nguan Street, SPD Ability Centre, Singapore 168955
주요특징
⚫

장애인들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주류 사회에 통합 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해 설립 된 지역 자선 단체.

⚫

조기 개입, 치료, 직업 훈련, 보조 기술, 보육, 교육, 고용 및 사회
복지 지원을 포함하는 20 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신
체적, 감각적 및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

⚫

모든 자선 단체에 대해 NCSS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s)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며, NCSS와 사회 및 가족 개발
부 (MSF)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두 단체와 협력하여 우리가 봉
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짐.

⚫

싱가포르 내에 6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및 노인 재
활, 소아 재활, 치료 허브, 주간 활동 센터, 조기 개입, 직업 훈련, 
재택 간호, 데이 케어 및 간호, 보호 워크샵 및 사례 관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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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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및 일정 결정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TEL : 02-867-4840
사전연수 과제배포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가

연수 결과 정리

FAX : 02-867-4841

H.P : 010-3869-7347

♣ E-Mail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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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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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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