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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곳 참조

제

3분기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신규) 실시에 따른 일정 및 신청안내

목

1. 울산지역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역관리본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3. 귀 센터 내에 기존 인증관리요원이 퇴사 또는 업무변경 등으로 인증관리요원이
부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교육을 신청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3분기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신규)
나. 교육일정
교육명

일시

인원

1 7차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19. 7. 17(수) 14:00~18:00

19명

2 8차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19. 7. 31(수) 13:00~18:00

10명 내외

3 9차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19. 9.17(화) 14:00~18:00

19명

비고
보수교육(심화)
병행실시

다.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5층 전산교육장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93, 울산공업고등학교 후문 맞은편/강남교육지원청 인근)

라. 교육대상 : 울산지역 VMS 업무를 담당예정인 자
마. 교 육 비 : 1인 20,000원(경남은행 632-07-0001932/예금주 :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바. 교육내용 : 인증관리사업 안내, VMS시스템 활용방안 및 실습,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등
사. 접수기간
회차
접수기간
교육신청
및 마감

주의사항

7차(7/17)
8차(7/31)
9차(9/17)
7/8(월) 10:00
7/17(수) 10:00
9/3(화) 10:00
~ 선착순 마감
~ 선착순 마감
~ 선착순 마감
- 교육일 2주 전 오전 10시부터 신청가능
(단, 7차 접수기간 상이)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http://wel4u.or.kr
- 교육일 1주 전 교육신청 마감
(단, 정원 및 대기인원 마감 시 조기마감)
각 회차별 관리센터 1개소 당, 1명만 신청가능
(교육인원 부족 시, 추가인원 접수 가능)
교육비는 반드시 교육마감 후(별도 안내), 입금바람

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울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http://wel4u.or.kr) 회원가입 필
2) ①http://wel4u.or.kr-교육신청메뉴에서 해당교육 신청 후, 붙임의 ②신청서와
해당 인증센터(사업장)소속 신청자 명의의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발송
(F.052-227-8661, 팩스발송 불가 시 이메일 발송 가능 ulsanvms@naver.com)
자. 안내 및 협조사항
1)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에 참여,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 기본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자만 신청 및 참여가능
2) 현재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종사자 대상의 교육이므로 기존 인증
관리요원은 신청 및 이수 절대 불가
3) 붙임의 안내문 및 신청서는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el4u.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4) 2019년부터 인증관리요원 교육관련 변경사항이 다소 발생하여 붙임의 변경
안내문 숙지 바람
5) 교육비 입금관련 안내는 교육접수 마감 후, 별도안내(안내 전, 교육비 입금지양)
6) 교육 당일 2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이수가 불가하며 교육신청취소 및 환불은
교육 3일전까지만 가능(공휴일 포함)
차. 교육문의 : 복지사업부 박진희 대리(052-227-5220)
붙임 1. 인증관리요원 교육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안내문 1부.
2. 19-3분기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안내문 1부.
3. 신청서 양식 1부.

끝.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받는 곳 : 울산지역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350곳
전결7/3

대리 박진희

사업부장 조미진

시행 정보 306-488 (19. 7. 3)

접수

(

우) 44684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93, 4층 / wel4u.or.kr
전화 052)945-3005 / 전송 052)227-8661 / geniebyul@naver.com /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