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수신처 : 각 수신자
(참 조) : 담당자
제 목 :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는 “2016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아
1)
2)
3)
4)

래 -

일
시: 2016년 4월 22일(금) 12:00~21:30, 2016년 4월 23일(토) 09:00~13:00
장
소: 여수 히든베이호텔
주
제: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을 말한다
신청기간(사전등록 할인): 2016년 3월 7일(월)~4월 8일(금)
사전등록 할인
(4월 8일까지)
일반: 7만원
학생: 6만원
(자료집, 저녁만찬 포함)
일반: 7만원
학생: 6만원
(자료집, 아침․점심식사 포함)
일반: 14만원
학생: 12만원
(자료집, 저녁만찬, 아침․점심
식사 포함)

구분
학술대회
(첫째날)
Workshop
(둘째날)
학술대회
+Workshop

현장등록

비고

일반: 8만원
학생: 7만원
(자료집, 저녁만찬 포함)
일반: 8만원
학생: 7만원
(자료집, 아침․점심식사 포함)
일반: 16만원
학생: 14만원
(자료집, 저녁만찬, 아침․점심
식사 포함)

* 회원의 경우(연회비 납부) 학술대회 참
여시 10,000원, 학술대회와 Workshop
모두 등록 시 20,000원 할인혜택 있습니
다(단체회원의 경우 5명까지 적용)
* 학생이란 직업이 없는 ‘순수 학생’을 의
미함

5)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kswa2a@hanmail.net)
6) 계좌안내: 우체국 013334-01-008870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7) 숙박예약 안내: 숙박예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월 25일(금)까지 호텔로 직접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 각종 신청서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oweladmi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실형태

객실료(일)

비고
*여수 히든베이호텔 예약 (☎ 061-680-3000)

디럭스더블
(2인실)

*tax 포함 가격

더블베드

145,000원
(엑스트라베드:

디럭스트윈
(3인실)

더블베드

33,000원)

+싱글베드

*숙박예약신청서(홈페이지 학술행사안내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한 후 호텔로 직접 예약
*객실료는 학회 할인가로, 3월 25일(금) 경과시
숙박비가 상승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사전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2.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신청서 1부.
3.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숙박예약신청서 1부. 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장 이 봉 주
담당자 : 간사 한광현

총무이사 : 문영주

회장 : 이봉주

협조
시행

한사행 제16 - 13호(2016. 3. 7)

접수 (

)

우편번호 08826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64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http://www.koweladmin.or.kr

/☎

02)2216-1280/

FAX

02)888-6981/

kswa2a@hanmail.net/

공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표
첫째날(4월 22일), 금요일
12:00-

등

록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특별세션2_

특별세션3_

특별세션4_

아산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복지재단

전남복지재단

장소: 그랜드볼룸홀Ⅰ

장소: 베이홀Ⅰ

장소: 베이홀Ⅱ

장소: 베이홀Ⅲ

14:20-14:30

휴

14:30-15:00

개회식

식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기조강연 –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을 말한다”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발 표: 최재성(연세대 교수)
기관혁신사례발표 – 사회복지조직 혁신사레 4개 발표
발 표: 굿네이버스

15:30-16:30

16:30-16:40

장소: P.D.R )

특별세션1_
13:00-14:20

15:00-15:30

(이사회의: 12:00-13:00

휴

김 선(굿네이버스 국제개발본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전안나(월계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월드비전

김성호(월드비전 차장)

식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패널토론
좌 장: 김영종(경성대 교수)
토 론: 학계 패널
16:40-18:10

기관 패널

| 홍영준(상명대 교수), 최상미(숭실대 교수)
| 김 선(굿네이버스 국제개발본부장)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전안나(월계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성호(월드비전 차장)
18:10-20:00

만

찬

20:00-21:30

장소: 베이홀ⅠⅡⅢ

총회(18:10-18:40)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라운드테이블A_전문연구자

라운드테이블B_기관장 및 중간관리자

장소: 그랜드볼룸홀Ⅰ

장소: 그랜드볼룸홀Ⅱ

둘째날(4월 23일), 토요일
07:00-

아침 식사(*식권지참)

장소: The Kitchen

08:30-09:00

등 록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09:00-10:20

10:20-10:30

10:30-12:00

Workshop 전체 강의

자유주제발표1_

혁신 사회복지조직만들기

전문연구자

장소: 그랜드볼룸홀ⅠⅡ

장소: 베이홀Ⅱ

휴 식
Workshop 1_

Workshop 2_

Workshop 3_

미션과 비전 재설계

열린조직

사회적 협동조합

한동우

만들기

사례발표

(강남대 교수)

심정원

‘복지고용통합서비스

(이대성산종합사회

혁신과 조직의 변화’

복지관장)

정연의

자유주제발표2_
대학원생
장소: 베이홀Ⅱ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사업대표)

12:00-13:00

점심식사(*식권지참)

장소: The Kitch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