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잔여교육 온라인 전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도 잔여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오니,
교육신청 및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건명 : 2020년 서울지역 인증관리요원 잔여교육 온라인 전환 안내
나. 교육일시
1) 오프라인 양성교육 21~22차 –> 온라인 양성교육 5~6차: 12/04(금) 09:00~18:00
(기신청자 별도 연락 예정)
2) 오프라인 양성교육 23~24차 –> 온라인 양성교육 7~8차: 12/11(금) 09:00~18:00
3) 오프라인 보수교육 10차 –> 온라인 보수교육 4차: 12/15(화) 13:30~17:30
다. 참가비
1) 양성교육(신규 교육): 25,000원 (테스트 시 교재 제공)
2) 보수교육: 10,000원 (교재 미제공으로 교육비 감액)
라. 내용
1) 양성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업 안내 및 VMS 전산교육
2) 보수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업 안내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직무
마. 교육방식
1) 양성교육: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테스트 (테스트 통과시에 인증요원 위촉)

온라인 양성교육 5차
온라인 양성교육 6차
온라인 양성교육 7차
온라인 양성교육 8차

교육 일정

테스트 일정

12/04(금) 09:00~13:00

12/18(금) 09:30~10:30

온라인

오프라인

12/04(금) 14:00~18:00

12/18(금) 12:30~13:30

온라인

오프라인

12/11(금) 09:00~13:00

12/18(금) 14:30~15:30

온라인

오프라인

12/11(금) 14:00~18:00

12/18(금) 16:30~17:30

온라인

오프라인

※ 오프라인 테스트 장소: 러닝웨이코리아 (서울 종로구 사직로10길 17 인왕빌딩 3층)
※ 테스트 일정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바. 신청방법 : 우리협의회 홈페이지(www.s-win.or.kr)〉교육신청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확인 및 참가비 결제는 ‘로그인> 내정보’ 에서 확인 가능함
사. 신청접수
1) 양성교육 : 매 교육실시일 10일 전 오전09:00 정각 온라인 접수창 오픈
2) 보수교육 : 매 교육실시일 15일 전 오전09:00 정각 온라인 접수창 오픈
아. 기타사항 : 인증요원 퇴사, 휴직, 관련업무 인수인계는 반드시 인증요원이 하여야 하며, 인증
요원이 없을 경우 신규 위촉이 필수임
자. 참고사항
1)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 신청 페이지의 내용 참고 (교육 신청 전 미리 업로드 예정)
2) 수정된 인증요원 교육 세부일정은 본 협의회 홈페이지 (www.s-win.or.kr)>VMS인증관리>

1번질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4) 모든 교육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음
차. 문의 : 사회복지정보센터 한상덕 주임(02-2021-17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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