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자격관리사업

1 자격증및회원증발급/자격증발급운영비  

1. 사업목적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
  ○ 회원규정에 따른 회원증 발급으로 회원 수 증가
  ○ 친절하고 일관된 자격증 관련 민원 안내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공고 안내 및 응시자 응원을 통한 협회 이미지 개선

2. 사업목표

구분 2017년 
사업계획(A)

2018년 
사업목표(B)

사업증감
(B-A) 산출내역

자격증
안내및접수 4,401명 4,050명 -351명

•신규(단체접수)
•신규(개별접수)
•신규/기존 재발급

1,700명
1,350명
1,000명

국가시험 응원 1회 1회 - •1급 국가시험 응시생 응원 1회

3. 예    산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재원구분
증감
(B-A)자부담 보조금 지원사업

자격증및회원증
발급수입 94,020 71,000 71,000 - - -23,020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재원구분
증감
(B-A)자부담 보조금 지원사업

총계 78,720 77,185 77,185 - - -1,535
자격증및회원증

발급수수료 77,020 73,685 73,685 - - -3,335

자격증발급
운영비 1,700 3,500 3,500 - - 1,800



4. 사업내용

  ○ 자격증 안내 및 접수
    가.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나. 대구지역 사회복지관련학과 졸업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안내 및 접수
    다. 긴급자의 자격증 발급 업무 신속 처리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공고 안내 - 홈페이지 공지 및 웹진 발행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생 응원 행사
    가. 일    시 : 2018. 1. 20(토) 07:00 - 09:00
    나. 장    소 :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다. 진행방법 : 차 나눔 행사 및 협회 홍보

5. 추진 일정표

일자 추진내용 비고

연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민원 안내 및 접수

1월
•대구지역 사회복지관련학과로 자격증 안내 공문 
 발송 및 접수
•사진봉투 제공

1월 21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생 응원 행사 실시

6. 기대효과

 ○ 정확하고 명확한 자격증 발급 기준에 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신력 확보
 ○ 신속하고 일관된 민원 안내를 통한 회원 만족도 향상 및 협회 이미지 개선
 ○ 협회 회원가입을 통한 회원 소속감 증대 및 회원복리서비스 기회 제공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안내 및 응시생 응원 행사를 통한 회원단체 소속감 고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