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장

(경유) 인권지킴이단
제목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 운영 이론 실천 교육」안내

우리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Ⅲ권 내용 중심의「인권지킴이단 운영 이론 실천 교
육」을 합니다.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론 실천 교육
2. 교육일시: 2021. 5. 26 ~ 6. 3(총4회)
구분
1차

교육일시
5.26(수). 14~17시

주요내용
- 사업안내(지침) 주요개정 내용

정원
80명

2차
3차

5.27(목). 14~17시
6. 2(수). 14~17시

- 2021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해설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해설

80명
80명

4차

6. 3(목). 14~17시

- 인권지킴이단 운영 질문·답변

80명

3. 교육방법: 온라인교육(줌)
4. 교육참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원
5. 교육진행: 인권지킴이지원센터
6. 교 육 비: 무료
7. 신청일시: 2021. 5.17(월). 오후 2시(우선 신청 마감)
8.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www.kawid.or.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9. 지
붙임

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 안내문 1부.
2. 사전 질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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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과장 이화연
실장 이동영
센터장 윤덕찬
협조자
시행 한장협 21-383호
(2021. 5. 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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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론 실천 교육 안내문
▢ 개요
◦ 사 업 명: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론 실천 교육
◦ 교육일시: 2021. 5. 26 ~ 6. 3(총4회)
구분

교육일시

1차

5.26(수). 14~17시

2차
3차
4차

5.27(목). 14~17시
6. 2(수). 14~17시
6. 3(목). 14~17시

주요내용
- 사업안내(지침) 주요개정 내용

교육인원
80명

- 2021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해설

80명
80명
80명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해설
- 인권지킴이단 운영 질문·답변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줌)
◦ 교육참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심 있는 임직원
◦ 교 육 비: 무료
◦ 신청일시: 2021. 5.17(월). 14시부터 접수 시작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www.kawid.or.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우리협회 홈페이지 ▷ 신청공간 ▷ 교육행사
◦ 교육진행: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 지

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교육 자료 다운로드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접속(로그인)
◦ 공지사항 1656번‘보건복지부_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내려받기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권‘인권지킴이단 운영’,‘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출력해 미리 읽기(45~81쪽)

▢ 교육 참여 방법
◦ 줌 링크 안내: 교육 당일(12시), 수강 신청자에 한해 문자 발송
◦ 줌회의 접속방법: ① 컴퓨터PC 접속: 줌 프로그램 설치(준비물:

이어폰, 웹캠)

② 휴대전화 접속: 줌 프로그램 설치 필요(준비물:

이어폰)

◦ 자세한 줌 회의 참여 방법: https://youtu.be/Npv2slyObcQ(유튜브 영상 참고)

▢ 이수증 발급안내
◦ 각 차수 교육이 끝난 다음날 오후 12시부터 출력 가능
◦ 우리 협회(인권센터) 홈페이지 ▷ 교육 신청한 ID 로그인(필수)
▷ 신청공간 ▷ 이수확인증 출력

<붙임 2>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론 실천 교육 사전 질문지
신청교육일

2021.

.

.

지역

시설명

신청자

시설주소

연락처

질문 구분

인권지킴이단 운영(

)

서비스 딜레마(

교육 당일, 본 질문을 다루어 주기를 희망함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가의 답변 필요
(컨설팅 희망)

)

법률 관련( )
yes□

no□

yes□

no□

□ 질문 세부내용

※ 작성이 끝난 질문지는 교육 신청 접수할 때 첨부 바랍니다.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이메일 주소로 첨부해 발송해도 됩니다.
- 인권센터 이메일 주소 humanrights@kawid.or.kr (5월21일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