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외연수 전문기업!! -GBC

호주ㆍ뉴질랜드 복지 기관
해외연수

● 지역 : 호주/뉴질랜드
● 기간 : 5박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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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 취지 및 목적
⚫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 복지국가 사회복지 운영실태 및 제도 벤치마킹.
⚫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복지 마인드 함양.

⚫ 호주/뉴질랜드 사회복지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여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본 Program을 제안 드립니다.

B/M 주요 Point

• 사회복지기관의 현장방문으로 선진 운영시스템 이해
사회복지 기관운영 B/M

성공요인 B/M

• 현지 체험과 설명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 사회복지 선도기관으로서의 성공요인 벤치마킹

선진국 사회복지

•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제도 차별화 벤치마킹

지원프로그램 B/M

•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학습
•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성공 포인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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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Benching Point

사회복지 정책

▪노인복지/장애인복지/아동복지/복지지원금/시설확충 정책

▪제도 및 정책

사회복지 시설

▪자활시설,보호시설,자립지원시설,지자체복지시설 등

▪차별화된 시설

사회복지 운영
프로그램

▪사회복지 지역별 운영 프로그램 등

▪복지운영 프로그램

사회복지정책
영향평가

▪건강/안전/발달/자활/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

▪복지정책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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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진행 Flow

❖ 본 연수시 기관 방문은 ① 실무자 개요 설명 → ② 주제 설명 → ③ 관련 시설 견학 →
④ Q&A 및 자유토론 등 총 4단계의 체계적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0분

40분

대학기관
실무자
및설명회
시설 개요 설명

▪ 해당 기관 및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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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간
소요 예상

(이동시간 포함)

40분

20분

▪ 현지 아동복지 기관의 다양한 시설 등을, 현지 실무
담당자의 인솔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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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및 자유 토론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제1일차

인천

KE121

19:10

세부사항
▣ 출국 : 인천→시드니 ( KE 121 19:10~06:20 )
▣ 공식방문 1) BCWS(Burwood Community Welfare Services)

오전
제2일차

시드니

전용차량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및 위험에 처한 구성원에게 실용적이며 정서적인 지원
▣ 중식 & 이동

오후

▣ 문화탐방: 시드니 문화탐방
-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 등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 공식방문 2) ACOSS(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오전
제3일차

시드니

- 사회서비스와 복지 분야의 최고기관
-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행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례
▣ 중식 & 이동

전용차량
오후

▣ 문화 탐방: 시드니 동부지역 문화탐방
- 본다이비치
- 더들리페이지/ 갭팍
▣ 선상디너:Twilight Dinner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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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현지항공

▣ 이동(시드니 – 오클랜드: EK412)
오전

제4일차

오클랜드

전용차량

세부사항

▣ 중식 & 이동
▣ 공식방문3) Rotorua Lakes Council (로토루아 시청)

오후

- 뉴질랜드 최고의 복지도시로 알려진 로토루아 시의 복지정책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 공식방문 4) Daybreak Senior day care
- 민간주도 노인실버타운- 운영 및 지원사례

제5일차

오클랜드

전용차량

오전

▣ 중식 & 이동
▣ 문화 탐방: 오클랜드 문화탐방

오후

- 데본보트 박물관/ 타우호호수 등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오클랜드
제6일차

오전
전용차량

로토루아
제7일차

오클랜드
인천

오후
KE130

08:40~17:35

▣ 오클랜드 복지센타 인프라 탐방
▣ 문화 탐방: 로토루아 문화탐방
- 유황의 도시 로토루아/ 폴리네시안 풀 온천욕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 귀국 : 오클랜드→인천공항 ( KE 131 08:40~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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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기관 개요
⚫ 설립: 1997년
⚫ 홈페이지: Centrelink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주소: PO Box 7788 Canberra BC ACT 2610
주요특징
⚫

호주 복지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 기관으로
이민자, 장애인, 노인, 아동, 가족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

호주 정부로 부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연구비를 배정받아
사회보장 복지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투명성, 불변성,
자동화로 인한 효율성 등의 장점을 이끌어 낼 것을 기대.

⚫

복지의 시작점이자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의 기반이 되는 곳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행정공무원뿐 아니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인 조직.

⚫

통합된 사회보장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부처 간, 영역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공-민간 간의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뛰어넘어
정보교류와 공유가 가능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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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A (Multicultural Disability Advocacy Association)
기관 개요
⚫
⚫
⚫
⚫

설립: 1995년
홈페이지: www.mdaa.org.au
주소: 10-12 Hutchinson st., Granville NSW2142
연락처: +61 2 9891 6400
주요특징

⚫

다민족 권리보호 협회로 호주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철학과
서비스제도 및 호주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을 촉진하는 기관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및 간호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 및 비영어권배경을 가진 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출신국, 출신지역, 장애등급, background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이용하며 일대일 서비스를
지원함.

⚫

기존에 시설이나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장애인이 이용
했다면, NDIS정책은 장애인개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 이로써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컨트롤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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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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사회복지 시설로 웨슬리미션 소속 알란워커
빌리지는 칼링포드 지역에 위치한 따뜻한 은퇴자들의 작은
마을이다.

⚫

260명의 주민에게 219개의아파트를 제공, M2 및 정기적인 로컬
버스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있어 주변 지역을 둘러보기에
이상적인 거점.

⚫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있는 단기간 'Flexi
care‘ 서비스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노인들의 여가와 친교를 통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돌보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간병인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노화(DOHA), 연방 홈 지원 프로그램, 보건부(CHSP)서비스 등
개인의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식 노인 복지 시스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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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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로토루아시는 보전 복지부분이 가장 높은 평가 받은 시.

⚫

보건 및 복지관련 업무, 편리한 주거 환경 유지, 국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 센터 건립 등 공공 시설등이 메인이다.

⚫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중점으로
노인의 가치를 높이고 그들의 지역사회 공헌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긍정적 노인 경험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음.

⚫

의료나 요양의 예방차원에서 노인들 모임인 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동을 하는 회원들에게 개별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음.

⚫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연령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음.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훈련받는 동안은 생활비가 지원됨.

⚫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고 손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원하는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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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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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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를 원하지 않는 성인 대상의 대안적 주거환경으로 장애가
있는 성인과 그들의 케어제공자들을 원조하며 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세부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데이케어 시설로
노인전문병원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매일 아침 직원이 자동차로 30~40분의 어르신을 시설로
모셔오고 있으며 적절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함.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식사를 재공하고 있음.

⚫

보드게임, 카드, 그룹 게임 또는 미술과 같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개인 돌봄 서비스로는 간호서비스, 미용, 자연건강 치료법, 샤워
등이있으며 전문분야로는 당뇨병 관리, 치매 관리 등의 서비스를
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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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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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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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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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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