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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동향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2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벽성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벽성대

학에 처분(학점 및 학위 취소 등)한 사항을 관련 업무에 적의 

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습니다[전문대학과-

1265(2012.2.23)].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축수업·수

업 미실시 등의 부실한 학사운영을 한 벽성대학 졸업자들의 

자격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 받았습니다[복

지정책과-509(2012.03.02.)]. 

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및 수업 미실시 등 부적정

한 교육과정을 통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

련 교과목 이수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적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당 이수 과목을 다시 이수하

고 2014년 10월 31일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 합격 판정 받으면 자격을 유지하기로 유예 기

간을 드렸으나, 유예 시한 만료 시점 현재 자격 취소 처분 대

상자는 438명인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4년 11월 20일(목) 18시까지(의견제출처 도착분) 

이의신청기간을 드리오니 취소 대상자 중 이의가 있으신 분

은 의견제출서를 작성(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표

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 그 원본을 우편배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사회복지

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전체 이수 증명 가능 기한, 현

재 미이수한 교과목 및 개수를 꼭 표기해 주세요.). 기간 내에 

의견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시어 의견을 소명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bit.ly/1x90u8c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redirectURL=&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page=1&brd_searchMode=false&brd_articleId=125404&brd_searchHeadword=&brd_searchType=1&brd_searchToken=


○ 의견제출 방법 

– 방  법  :  우편 

– 기  한  :  2014.11.20.(목) 18시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1부 (홈페이지 내 첨부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표기 포함) 

➜ 기타서류 (제출받은 의견 심의 시 참고할 관련 서류 등) 

       ※ 개명자의 경우, 정정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동봉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한구 이촌로 1(한강로3가, GS한강에

클라트) 2층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관련 문의  

– 자격관리본부 (02-786-0845) - 본부장 남기룡, 과장 추주형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인 한국사회복

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정 

2.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0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3. 시험방법 및 과목 

○ 시험방법 

○ 시험과목 



원서접수 

(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예정자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014.12.8(월) 2015.1.24(토) 2015.2.25(수) 2015.2.25(수) 2015.3.25 (수) 

※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선택형 

시험과목 시험영역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 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 행정론 (25문항)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q-net.or.kr/site/welfare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25025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

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탁하

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과, 4분기

(10~12월) 교육 일정이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

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

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전문성 향상의 초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786-0846, 교육훈련과 

○ 홈페이지 http://edu.welfare.net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북코스모스는 현재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체 등 200여 기관이 가입하여 이

용하고 있습니다. 

㈜북코스모스 연회비는 연 9만원이지만, “사회복지사를 위

한 행복도서관”에 가입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연 1만원으로 

일반회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신간도서의 핵심 내용을 5% 내외로 요약한 도서요약본 

4,300여종 

＊ 도서요약본을 음성으로 듣는 오디오북 

＊ 저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북세미나 동영상 

＊ 매주 독서퀴즈 등 푸짐한 선물 이벤트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사회복지사 행복도서관 이용 가능 

행복 도서관 회원 가입하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Power Social Worker' 2015 다이

어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다이어리

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써, 전국사

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공동구매 내용 : 'Power Social Worker' 2015 다이어

리 공동구매 

○ 다이어리 사양 : 25절 다이어리(약 26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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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계좌입금 

○ 배송 : 일괄배송 12월 1일(월) ~ 12월 31일(수)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00201-01-091125  

       (예금주: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파일 참조 

○ 기타문의 : 회원권익본부 오진규 대리  

                        (T. 070-7122-1030) 

다이어리 공동구매 신청하기 

http://edu.welfare.net/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21879
http://www.welfare.net/site/intro/introNotice.jsp?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24745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의 건

전한 정보문화 형성을 위하여 정품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진행합

니다. 바이러스,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각 기관 및 시설

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취약한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위험성을 인

식하고, 정품소프트웨어 공동구매에 참여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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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000원 (VAT 포함) 

○ 접수기한 : 2014.10.29.(수)~11.28(금)까지 

         ※ 11월30일부터 입금완료기관 기준, 12월초부터 배송됩니다. 

○ 신청방법 및 대금납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품소프트웨어 신청하기‘ 클릭) 

- 대금납부 : 우리은행 1005-201-790879, 예금주 ㈜마카비즈 

            ※ 반드시 신청기관 명의로 입금바랍니다. 

○ 문의 

- 접수 관련 : 회원권익본부 송광성 주임(070-7122-1135) 

- 소프트웨어 관련 : ㈜마카비즈 김상구 이사(02-3275-1001) 

정품소프트웨어 공동구매 바로가기 



● 국민행복표준이란? 

생활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과 관련

된 국민행복과 밀접한 생활 속 모든 표준 

국민행복 표준화의 사례 : 핸드폰 자판 표준화, 고추장 매

운맛 등급 표준화, 전국 호환 교통가드 표준화, 노트북 

충전기 호환기준 표준화,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요구사

항 등 

● 누가 응모하나요?  

- 대한민국 국민 모두! 

● 무엇을 하나요? 

- 생활 속에서 표준화 되지 않아 불편했던 제품/서비스 

- 표준화 시키면 좋은 제품/서비스 

- 사회적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를 위한 표준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 

● 어떻게 하나요? 

- 국민제안 접수 홈페이지 가입 후, 표준화 아이디어 등

록(온라인 접수, 100자 내외) 

- 접수 : 국민행복표준화 사이트(www.lifestandard.or.kr) 

  * 상시 접수, 평가를 통해 연 1회 최종 선정 진행 

● 혜택은 없나요? - 우수제안 선정 시, 상품권 증정 

● 궁금한 점은? 

- 국민행복표준협의회 사무국 T.02-6009-4844,  

- e-mail. kosang234@ksa.or.kr 

아이디어 응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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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andard.or.kr
mailto:kosang234@ksa.or.kr
http://www.lifestandard.or.kr/index.asp?site_cd=welfare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동향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http://gw.welfare.net/) 

○ 사회복지사 네트워크사업 [열린공감] 신청안내 

○ [회원서비스] 하이원리조트 객실 요금 할인 서비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http://kg.welfare.net) 

○ 2014년 등산동호회 11월 22일(토) 양주 불곡산 등산 

신청 안내 

○ 제3차 전문교육 ‘내 자녀 가슴뛰는 인생목표 찾기’ 참가

자 모집 안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http://www.gsw.or.kr/) 

○ 전주지회 사회복지 현장실무 평가를 위한 단일체계설

계 접근법 교육 안내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http://www.gbasw.or.kr/) 

○ 회원복리서비스 문화지원사업 [뮤지컬 레베카] 특별할

인 안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http://www.gasw.or.kr) 

○ 2015년 다이어리 신청 접수 안내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광주시는 올해도 의지 없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pia.org/) 

○ 회비납부 회원 “2015년도 다이어리” 발송안내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http://www.djasw.or.kr/) 

○ 2014 대전 사회복지사의 잠—한마음의 날 안내 

○ 사회복지사 유공자 선정 안내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http://basw.or.kr/) 

○ 뮤지컬 “헤드윅”외 8편 할인 혜택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http://sasw.or.kr) 

○ 두근두근복지현장 만나기  

○ 2014서울사회복지사의 잠 행사 참가 신청 안내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http://ul.welfare.net) 

○ 제2회 울산사회복지사대회 선정결과 및 시상참석 안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http://www.iasw.or.kr/) 

○ 사회복지예산 삭감 관련하여 시청 보건복지국장과의 

면담 내용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http://www.jnasw.or.kr) 

○ 2014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해외연수 모집공고 

○ 전라남도사회복지사의밤 사회복지사 유공자 표창 추천

안내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http://jb.welfare.net) 

○ [사회복지사 스키캠프] 휴, 한숨 돌리 GO~두번째 힐링 

나들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http://jeju.welfare.net) 

○ 프레드릭 에이헌 박사 특별 기조강연 안내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http://www.cnwelfare.net/) 

○ 제8대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공고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http://www.cbasw.or.kr/) 

○ 제10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제10대 충북협회장 입후보자 선거공약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http://cafe.daum.net/sj-welfare)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sw.or.kr/)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hsw.or.kr)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ssw.or.kr/) 

○ 학교사회복지 실습지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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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주요단체 동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탤런트 김민희, 공제회 홍보대사 위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력채용 공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참

가 신청 안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20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안내 

○ 경상보조금 예산 증감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2014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2015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

정 공모 안내 

○ 한국발달장애인의 당사자 활동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복지시설 내부사업평가 사레발표 및 설명회 참

석 안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20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참가 신청 

안내 

○ 2014년도 제4차 유형개편시설간담회 개최 안내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의견 제출 

○ 괜찮아, 사랑이야_정신장애인 당사자 문화공연 

한국아동복지협회 

○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 2014년 제3차 행복나눔인 포상대상자 추천 안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다솜이재단 ‘사회복지스 활성화 포럼’ 참여안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제9회 자원봉사자의 날, 2014 전국자원봉사대회 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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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동향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2471)  

– 제안일자 (2014-11-13) 

– 제안자 (김우남의원등 10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2437) 

– 제안일자 (2014-11-12) 

– 제안자 (김용익 의원 등 10인) 

○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2431) 

– 제안일자 (2014-11-12) 

–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25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2430) 

– 제안일자 (2014-11-12) 

–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25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2432) 

– 제안일자 (2014-11-12) 

– 제안자 (신경민의원 등 11인)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2427) 

– 제안일자 (2014-11-12) 

–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25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

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양의무자의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된 장애인 모

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

여하며, 장애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초생활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

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3

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

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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