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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1월 21일 사회복지사 인권영

역 강사양성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인권 강사 양성 워크숍은 

사회복지기관 및 학계에서 활동 중인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교수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40여명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날 교육은 고익준 강사의 마음열기 강의를 통해 서로간 서

먹한 관계를 풀고, 인권 강사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웠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김철홍 

과장의 인권의 이해와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사

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딜레마를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

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위해 다양한 강사 양성 워크숍을 진행

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을 위한 인권 강사양성 워크숍 

Issue & Focus 신청하기 

2015년 제13회 사회

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궁금하신 

수험생에게 다음과 

같이 응시자격을 사

전 확인 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희망자

에 대한 단순 안내로 추후 국가시험 필

기시험 후 합격 예정자는 응시관련 제

출 서류를 정해진 기한 (‘15.2.25~’

15.3.9)내에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

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시험 전에 응시 자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들은 2015년 1

월 23일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

관리센터 ‘일대일문의’ 게시판에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주시면 7일 이내 회신 

하며, 전화 안내는 이용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7일 이내 회신은 사

안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사전 확인 해 보세요 

<일대일 문의 시 명시 사항> 

 교과목 및 학력 관련하여 해당 학교

명과 이수년월, 교과목명 등을 기재

하거나 스캔하여 첨부 

 경력관련하여 재직증명서, 시설신

고증, 업무 분장표 등을 첨부 

자세한 내용 보기 

http://bit.ly/1x90u8c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긍심 증진과 소속감 강화를 위해 사

회복지사 배지 ‘Power Social Worker’ 배지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배지 (Power Social Worker) 

– 핀형 및 브로치형 (크기 2.5cm×0.95cm) 

○ 구입금액 : 개당 5,000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팩스 신청 

○ 구입문의 : 회원권익본부 송광성 주임(02-786-

0847) 

자세한 내용 보기 

사회복지 Issue & Focus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

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7일부터 9월 23일

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벽성대학에 대

한 감사를 실시하고 벽성대학에 처분

(학점 및 학위 취소 등)한 사항을 관련 

업무에 적의 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 보 하 였 습 니 다 [전문대학과 -1265

(2012.2.23)].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

부로부터 단축수업·수업 미실시 등의 

부실한 학사운영을 한 벽성대학 졸업

자들의 자격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시

행하도록 통보 받았습니다[복지정책

과-509(2012.03.02.)]. 

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및 

수업 미실시 등 부적정한 교육과정을 

통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

지 관련 교과목 이수는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적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당 이

수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 2014년 10

월 31일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합격 판정 받으

면 자격을 유지하기로 유예 기간을 드

렸으나, 유예 시한 만료 시점 현재 자

격 취소 처분 대상자는 438명인 상태

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4년 11

월 20일(목) 18시까지(의견제출처 도

착분) 이의신청기간을 드리오니 취소 

대상자 중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제

출서를 작성(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여부 표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그 

원본을 우편배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전체 이수 증명 가능 기한, 현

재 미이수한 교과목 및 개수를 꼭 표기

해 주세요.). 기간 내에 의견신청을 반

드시 진행하시어 의견을 소명해 주시

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취소대상자 중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가 변경되신 분은 한국사회복

지사협회로 직접 연락하여 변경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가진 대상자 여러분의 개인 정

보는 대부분 2년 전의 자료들입니다.) 

“2014년 11월 20일까지 이의신청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보기 

Power Social Worker 배지 구입 안내 
소셜워커 11월호 안내  

사회복지사를 위한 전문 잡지 월간 소셜워커 11월호가 나왔

습니다. 이번호는 사회복지사의 자기계발을 중점 다루었습니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기계발 : 

사회복지사가 자기계발을 하

는 이유? 

 소설워커가 만난 사람 : 원

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유라시아포럼 8년, 국제 네

트워크 확장 

 
정기구독 신청하기 

http://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page=1&brd_searchMode=false&brd_articleId=125371&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5404&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http://welfare.net/site/CFormMagazineSubscription.action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의 건전

한 정보문화 형성을 위하여 정품소프트

웨어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바이러스,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각 

기관 및 시설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취

약한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품소프트웨어 공동구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구성 

- MS Office Pro 2013 : 영구라이센스  

    (컴퓨터 5대 허용) 

- 알약 백신 : 3년 사용권 (컴퓨터 5대 허용) 

- 알툴즈 : 3년 사용권 (컴퓨터 5대 허용) 

○ 제품가격 

- A패키지(3종) : 1,100,000원 (VAT 포함) 

- B패키지(MS Office Pro 2013) : 1,000,000

원 (VAT 포함) 

○ 접수기한  

- 2014.10.29.(수)~11.28(금)까지 

※ 11월30일부터 입금완료기관 기준, 12월

초부터 배송됩니다. 

○ 신청방법 및 대금납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품소프트웨어 신

청하기‘ 클릭) 

- 대금납부 : 우리은행 1005-201-790879, 예금

주 ㈜마카비즈 

※ 반드시 신청기관 명의로 입금바랍니다. 

○ 문의안내 

- 접수 관련 : 회원권익본부 송광성 주임(070

-7122-1135) 

-소프트웨어 관련 : ㈜마카비즈 김상구 이사

(02-3275-1001) 

○ 제조사별 문의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테크그룹) 문의 : 

기술지원 080-856-0101(02-3480-6140) 

- 이스트소프트 알약 / 알툴즈 문의  

: 1544-9744 

정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신청하세요 

“불법복제를 통해 악성코드 및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세요” 

사회복지 Issue & Focus 

우리 협회는 2014년 6

월 30일 우수 도서 콘텐

츠 제공업체인 ㈜북코모스

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

지사들을 위한 행복도서관”

을 구축하였습니다. 

북코스모스는 현재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체 등 200여 기관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

습니다. 

㈜북코스모스 연회비는 연 9만원이지만, 

“사회복지사를 위한 행복도서관”에 가입하

는 사회복지사들은 연 1만원으로 일반회원

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3만권(150여 종)의 우수도서 무료 증정

(단, 권당 배송비 3,500원 별도) 

＊ 우수 신간도서의 핵심 내용을 5% 내외로 요

약한 도서요약본 4,300여종 

＊ 도서요약본을 음성으로 듣는 오디오북 

＊ 저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북세미나 동영상 

＊ 매주 독서퀴즈 등 푸짐한 선물 이벤트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사회복지사 행복

도서관 이용 가능 

사회복지사를 위한 행복도서관 

자세한 내용 보기 자세한 내용 보기 

한국사회복지사협

회에서는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의 업

무효율성 제고를 위

하여 'Power Social 

Worker' 2015 다이어리 공동구매 사

업을 실시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다이

어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써, 전국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

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이어리 사양 : 25절 다이어리(약 260

매), 2가지 색상(청색, 갈색) 

○판매금액 : 권당 4,500원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요청시 발급 가능 

○배송료 : 착불 (300권 이상 구매시 무료발송) 

○신청기간 : 2014년 10월 13일(월)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계좌입금 

○배송 : 일괄배송 12월 1일(월)~31일(수) 

○입금계좌  

국민은행 600201-01-091125 (예금주:한

국사회복지사협회)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파일 참조 

○기타문의 : 회원권익본부 오진규 대리  

  (T. 070-7122-1030) 

다이어리 공동구매에 사회복지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21879
http://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page=1&brd_searchMode=false&brd_articleId=125358&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24745


사회복지 Issue & Focus  

지방 사회복지사협회 소식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2014년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사업<춘

천지역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의 열린

공감의 선정자와 일정을 공지하였습니

다. (1차 모임 2014년 12월3일)  

선정자들과 일정은 강원도사회복지사

협회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회원 의료복지서비스(안

과)를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11월13일~12월26일 

-문의 : 백광민 주임 (031-252-7554)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 회원을 위한 뮤지컬 레베카 

할인 공연  

-공연기간 : 12월5일~14일 

-회원혜택 : 30% 할인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인권토론회 ‘인권지향의 사회

복지실천 : 그 의마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 일시 : 11월 25일(화) 14시~ 

- 장소 : 대림빌딩 9층 대강당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014 의정 모니터 서포터즈단 시민회

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우리지역 청

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이며, 선착순 입장입니다.  

-일시 : 11월 26일(수) 15시~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14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가 진

행됩니다. 서울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2월5일(금) 19시~ 

- 장소 :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 참가비 : 1인당 1만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자녀들에게 사회복지사 자녀 장학금지

원을 합니다. 인천협회 회원으로 고등

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신

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1월19일~12월3일 

- 대상 : 인천협회 회원으로 사회복지시

설(기관)에 종사하는 자 

- 1가구 1자녀만 신청 가능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 심사결과 : 12월8일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헌신하는 전남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의 밤’에 사회복지사 유공자

를 표창 예정이오니 많은 사회복지사들

을 추천 바랍니다.  

- 전남지역회원으로 해당 분야에서 헌

신적인 활동을 한 자 

- 제출기한 : 11월26일 17시까지 

- 표창 : 12월11일(목) 행사당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로서 소속감 고취를 통한 긍

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자 전라북도사회

복지사의 밤을 개최합니다.  

※지회 주관으로 진행되오니 일정 확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회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회

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추

진하였습니다.  

- 종합검진 및 비급여 항목 20% 할인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10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

로 안종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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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0000000000000000000&tt=rep&url=&st_page=1&ed_page=10&total_num=894&tn=notice&page=1&mode=read&no=954&keyfield=&key=&article_num=&f
http://g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9&brd_page=1&brd_searchMode=false&brd_articleId=126009&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http://kg.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8&brd_articleId=125945
http://www.gbasw.or.kr/board/view/menu03_01/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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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0000000000000000000&tt=rep&url=&st_page=1&ed_page=10&total_num=894&tn=notice&page=1&mode=read&no=954&keyfield=&key=&article_num=&f
http://basw.or.kr/notice/80055
http://sasw.or.kr/zbxe/notice/379851
http://www.iasw.or.kr/?status=menu5&code=01&no=1265
http://www.jnasw.or.kr/www/bbs/board.php?bo_table=b_0401&wr_id=938
http://jb.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22&brd_articleId=126109
http://jeju.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26&brd_articleId=126113
http://www.cbasw.or.kr/pub/board/print_r.php?cboardID=info050001&uid=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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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요단체 현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상해보험 갱신 및 재가입 매

뉴얼 안내 드립니다.           <자세히보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력 채용 공고 

(경영지원실, 지역복지사업단) 

<자세히보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성명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

선 성명서                          <자세히보기>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최종 보

완자료 다운로드 안내       <자세히보기> 

[성명서] 인천동구청 사태 관련 성명서 

<자세히보기>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요청      <자세히보기> 

난청 노인용 방송수신기 4차 선정 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 추가 선정공모 결과 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대책 및 피난관리 

교육 참가 안내                   <자세히보기> 

강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 종

사자 역량강화 2차 워크숍 참가자 확정 

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014년도 제1차 우선구매 분과위원회

의 개최 안내                      <자세히보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평가 연계 종

사자 교육 개최 안내 및 참가신청  

<자세히보기>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장애인 암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4 전

국자원봉사대회’ 참가신청 <자세히보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련의료사회복지사 이수여부 결정을 

위한 수련평가자료 제출안내  

<자세히보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부분 중 작업치료사 부분에 관한 

건                                    <자세히보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학교사회복지 실습지도자 교육 안내 

<자세히보기>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5 사업 안내 

[어린이재단 키프트카 지원담당]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복지

포럼 개최 안내 [충청남도시각장

애인복지관] 

 제2차 통일사회복지포럼 안내 [월

곡종합사회복지관]  

 2014나눔교육컨퍼런스 : 나눔교

육과 페다고지 [아름다운가게] 

 2014한국장애인아동인권학회 추

계 학술대회 : 장애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제 [한국장애

인아동인권학회] 

 나눔오픈파티 & NPO나눔실천 프

로그램 공모 [나눔국민운동본부] 

 

 

주요 행사 및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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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http://kncsw.bokji.net/kncc/s03/view.jsp?boardId=bokjiSocietyNews&boardidx=8187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501&page=0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99&page=0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500&page=0
http://www.kaswcs.or.kr/bbs/board.php?bo_table=0404&wr_id=2051
http://www.kaswcs.or.kr/bbs/board.php?bo_table=0404&wr_id=2052
http://www.kacold.or.kr/Front/Board/view.asp?MenuNum=4,0,1&pdsno=2633&kind=welfare
http://www.hinet.or.kr/Board/Notice_View.aspx?div=4&b=1031&p=0&c=&s=
http://www.kawid.or.kr/2013/bbs/board.php?bo_table=B20&wr_id=1305
http://www.kawid.or.kr/2013/bbs/board.php?bo_table=B20&wr_id=1306
http://www.kavrd.or.kr/sub/community/community01.php?idx=1300
http://www.kavrd.or.kr/sub/community/community01.php?idx=1299
http://kpr.or.kr/bbs/detail.php?board_id=bbs21&content_uid=24638
http://www.vkorea.or.kr/common/board/listbody.html?a_gb=board&a_cd=1&a_item=0&sm=3_1&po_no=6509
http://www.kamsw.or.kr/
http://www.kamhsw.or.kr/
http://www.kassw.or.kr/03_education/education01.asp?code=read&idx=142&page=1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912&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912&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905&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905&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905&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896&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896&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756&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756&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688&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688&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688&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688&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s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698&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
http://welfare.net:80/site/info/eventIntro.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fo_eventIntro_10&brd_page=1&brd_searchMode=true&brd_articleId=125698&calendarMode=&brd_searchBeginDateYMD=&brd_searchEndDateYMD=&brd_searchHeadword=복지행사&br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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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동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

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912606) 

– 제안일자 : 2014-11-21 

– 제안자 : 강은의 의원 등 12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

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

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

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

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자세한 내용 보기>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1912589) 

– 제안일자 : 2014-11-20 

– 제안자 : 송호창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경로

당의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

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

한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

2).                         <자세한 내용 보기>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1912548) 

– 제안일자 : 2014-11-18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

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

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인 정책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

하 기 에 는  미 흡 한  측 면 이  있 음. 

따라서 이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보

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

(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

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

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

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

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

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

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자세한 내용 보기> 

 

의 료 급 여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1912544) 

– 제안일자 : 2014-11-18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를 받도록 함으

로써 이주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항제10호 신설).  

<자세한 내용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안 (1912543) 

– 제안일자 : 2014-11-18 

– 제안자 : 정희수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

인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비밀누설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제1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신설).  

<자세한 내용 보기> 

 

 

 

최근 접수 의안 (2014.11.17~11.21)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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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D1N4U1B1R2L1G1N3D5X7H1X4I5D3H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N4O1A1F2I0E1A5Y5E5T5P8L8F2X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1E4F1V1R1Y8Q1H6U1J3Z4W8S4B0C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1L4Z1F1P1Q8O1W6C0U9P4Y2M3M9Q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