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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활기찬 생활, 자활활동, 차별없는 취업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고 장애인 취약계층
의 활기있는 생활과 자활을 촉진하는 혁신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활력있는 생활을 위한 장애인분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진지 유관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시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 발굴 및 실천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제안을 드립니다.

• 중국 장애인 시설 우수 기관과 관련 시설등의 방문으로 우수 장애인의 자활지원제도를 벤치마킹 우리 장애인
지원센타의 활동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한다.
• 장애인 지원 시설, 자활사업 등 취업기관등의 지원조직의 운영 노하우 및 성공전략 조사를 통하여 우리
지원센타의 업무 효율성과 활기있는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 중국/대만의 대학, 지역 장애단체 및 사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대학 장애인 지원기관의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우리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화에 대한 방안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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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수시 방문은 ① 실무자 개요 설명 → ② 주제 설명 → ③ 관련 시설 견학 → ④ Q&A 등 총 4단계의 체계적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0분

40분

대학 실무자
기관
설명회
개요 설명

▪ 해당 기관의 개요, 현황에 대한 설명

Q&A 및 자유
주제
토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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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 시간
소요 예상
(이동시간 포함)
40분

20분

현장 실습
관련
체험
시설 견학

대학 TourQ&A

▪ 실제 시설등을, 현지 실무 담당자의 인솔 하에
관련 시설등을 견학 벤치마킹

▪ 발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 우리의 실상과 비교하여 대한 자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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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인천
귀국

@ 이동경로: 인천->상해(3박)→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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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집합: 인천국제공항

인천
제1일차

항공
오전

상해

오후
전용버스

▣ 출국 : 인천공항→상해공항 (MU5054 10:00-13:00)
▣ 도착 후 중식 & 이동
▣ 인프라 탐방: 남경로 등
- 중국의 최신 트랜드 & 번화가
▣ 석식 & 연수 간담회/ 호텔 체크인/ 자율 체험 활동
▣ 조식 후 이동

오전

제2일차

상해

▣ 공식방문 1) 상하이 대학(Shanghai University, 上海大學)
- 상해를 대표하는 연구 중심 공립 종합대학교
- 상해 대학의 장애인 지원 & 장애인 편의 시설

전용버스

▣ 중식 & 이동
오후

▣ 인프라 탐방: 중국 역사 탐방
- 예원, 상해 옛거리/ 신천지거리/상해 박물관 등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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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08:00-

10:00~12:00

세부사항
▣ 조식 후 이동
▣ 공식방문 2) 유니클로(UNIQLO) 상하이 지점
- 장애인 사원 채용을 적극 도모하는 기업
- 장애인직원의 복지 & 활기있는 활동을 위한 지원

제3일차

상해

전용버스

12:00-14:00
14:00-17:00
18:00

상해

▣ 공식방문 3) 新华街道阳光之家(HandsOn Shanghai)
- 장애인들의 자활과 취업을 위한 기관
- 지역, 기업과 연계한 수공, 미술 등 기능 교육사례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 조식 후 이동

전용버스

▣ 인프라 탐방:
- 상해 임시정부/ 동방 명주탑/ 외탄거리 등▣ 중식 & 이동

주가각

▣ 인프라 탐방: 주가각- 중국의 전통거리
- 수로와 전통거리 산책/ 나룻배 승선 유람 체험
- 북대가거리, 청나라우체국 관광

제4일차
상해
인천

▣ 중식 & 이동

항공

▣ 귀국: 상해->인천
▣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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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대학(Shanghai University, 上海大學)
기관 개요
⚫
⚫
⚫
⚫

설립: 1922년
홈페이지: www.shu.edu.cn
주소: 上海市宝山区上大路99号
연락처: +86 21-96928188
주요특징

⚫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연구를 선도하는 공립 종합대학교

⚫

상하이시 중점대학이며 21세기 국가중점건설 100대 대학 중 하나.
상하이시가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함.

⚫

중국 대학중 장애인 학생을 위한 지원센타가 마련, 장애인을 위한 지
원과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

점자 도서관등 학교내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각
종 편의 시설은 중국 대학의 모범 사례로 평가.

⚫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과 장애인 고용기업과의 연계 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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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街道阳光之家(HandsOn Shanghai)
기관 개요
⚫ 설립: 2005년
⚫ 홈페이지: http://ptcl.shpt.gov.cn/ptcl/013/
⚫ 주소: 上海市普陀区中山北路2605弄35号
주요특징
⚫

2005년, 지적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하이시정부가 건설한 장애인 복지기관

⚫

지적 장애인이 가정을 벗어나 커뮤니티에 통합되는 플랫폼.교육훈련, 단
순노동, 문체활동, 스페셜 올림픽을 위주로 한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함
지적 장애인들을 사회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재활을 통해 정신지체 장애인의 심신 발달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커뮤
니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전개하는 한편 전문 서비스를 육
성

⚫

생산 노동,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 직업재활 활동에 상대적으로 집중하
는 비정규직 근로조직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잠
재성이 개발되고 기능이 증가하며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받아 사회와의
융합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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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UNIQLO) 상하이 지점
기관 개요
⚫ 설립: 2010년
⚫ 주소: 969 Nanjing W Rd, Nan Jing Xi Lu, Jingan Qu, Shanghai Shi
⚫ 연락처 : +86 21 5250 9688
주요특징
⚫

전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클로 매장으로 3,300 평방 미터의 거대한 판
매 플로어를 자랑하며, 상하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유니클로는 전세계적으로 장애인 사원 채용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한 점포당 1인 이상의 장애인 사원 채용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장애인 고용 창출뿐 아니라 장애 사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음. 장애인 사원 채용 및 복리후생을
전담하는 직원이 실시간 상담을 통해 장애사원의 업무 적응을 지원.
⚫

적극적인 장애인의 채용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사회로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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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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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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