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상구

부산광역시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2년 하계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모집

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힘쓰시는 귀 기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예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 실습기간
- [주간반] 2022. 7. 4.(월) ~ 2022. 7. 29.(금), 총 160시간
- [주말·야간반] 7. 1.(금) ~ 8. 31.(수), 총 160시간
나. 모집인원: 주간 5명, 주말·야간 3명 (총 8명)
다. 실습비용: 1인당 15만원
라. 모집기간: 2022. 5. 16.(월) ~ 2022. 5. 27.(금) 17:00까지
마. 신청방법: 유선으로 가능여부 확인 후 학과를 통해 공문(메일)으로 신청
sasang1388@naver.com
바. 제출서류: 1) 실습생 프로파일(공통양식) 2) 실습신청서(공통양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양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사. 기타사항
- 선착순 모집
- 5.31.(화) 이후 실습의뢰 회신서 발송 예정
- 최종 선정된 실습생에게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개별공지
아. 문의: 윤나이 팀장(327-0808)
붙임

모집 공고문 1부.

끝.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수신처

각 대학교 사회복지학 및 관련 학과장

담당자 / 팀장 윤나이
협조자
/
시 행
사청상 2022 – 127
(2022.5.16)
우 46927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2, 3층 /
전화번호 051) 327-0808 /
팩스번호 051) 327-0809 /

/ 센터장 이조경
접수

(

.

.

sasang1388@naver.com /

.)
공개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2년 하계 사회복지현장 실습생 모집공고
※ 공고일: 2022. 5. 16.(월)
기관명
주 소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실습기관 관리번호 제 2022-040-000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2 아동보건센터 3층

전화번호

051-327-0808

실습인원

주간 5명(학교별 2명 이내), 주말·야간 3명, 총 8명
2022. 5. 16.(월) ~ 2022. 5. 27.(금) 17:00까지

모집기간
실습대상

팩 스

이조경

051-327-0809

- 선착순 모집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부 및 그에 준하는 사회복지 전공생 8명
‧ [주간반] 7. 4.(월) ~ 7. 29.(금) 9:00~18:00
- OT: 7. 1.(금) 15:00 ~ 16:00
‧ [주말·야간반] 7. 1.(금) ~ 8. 31.(수) (총 160시간)

실습기간

- OT: 6. 29.(수) 18:00 ~ 19:00
- 주말: 매주 토 9:00~18:00 (8회, 64시간)
- 야간: 매주 화/수/목 18:00 ~ 22:00 (24회, 96시간)
※ 8/6(토) 제외, 8월 마지막주는 8/29(월)~8/31(수)로 대체함

실습문의

‧ 윤나이 팀장(전화 051-327-0808)
‧ 기초교육과정Ⅰ-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해

실습내용

‧ 기초교육과정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사업 이해
‧ 심화교육과정Ⅰ-사업별 프로그램 실습 및 참여
‧ 심화교육과정Ⅱ-프로그램 개발
1) 실습생 프로파일(공통양식)

제출서류

2) 실습신청서(공통양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양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실습비

‧ 유선으로 가능여부 확인 후 학과를 통해 공문(메일)으로 신청
sasang1388@naver.com
‧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 실습수락 공문에 기재된 실습생에 한해 입금 요망
※ 실습확정 후 실습비 입금 안내 예정

실습비
입금 계좌
최종합격자
발표
슈퍼바이저

기타사항

‧ 부산은행 101-2076-5714-09 (예금주: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정년)
※ 실습확정 연락받은후 입금

‧ 2022. 5. 31.(화) 예정
‧ 실습지도자 이조경 센터장, 윤나이 팀장
- 5.31.(화) 이후 실습의뢰 회신서 발송 예정
- 최종 선정된 실습생에게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개별공지
- 최종 선정된 실습생에 한해서 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및 성범죄) 실시함
- 점심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도시락 또는 인근식당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