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여름, ＜무궁애학원＞ 단기사회사업팀 모집

 

 

 

 

▣ 활동 개요

주최 : 무궁애학원(지적장애인거주시설)
기간 :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합동연수 포함)
모집 인원 : 시설사회사업 뜻있게 잘하고 싶은 꿈과 열정 있는 대학생 6명
모집 기한 : 5월 18일까지, 인원이 차면 조기 마감하고 부족하면 추가 모집
합니다.
비용 : 실습비 16만원
수퍼바이저 : 이진경, 010-2002-1613, gigoinno@hanmail.net
                   정명자, 010-2732-3511, rtto2134@hanmail.net

※ 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

▣ 주요 일정

5. 23(수) : 자기소개서 제출 마감
6. 2(토) : 당사자와 실무자 면접, 합동연수 안내
6. 4(월) : 합격자 발표
7. 2(월)~7. 4(수) : 2018년 여름 단기사회사업(실습) 합동연수, 지라산유스
호스텔
7. 4(수)~7. 28(토) : 단기 사회사업 활동

7. 29(일)~7. 31(화) : 합동 수료회, 지리산유스호텔

8. 1(수)~8.3(금) : 수료 여행

 

과업 1. 송갑진 아르바이트 구하기(하늘에 별 달기)

 



 
송갑진 씨는 지역 내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47세 여성입니다.

  
2013년 기관 내 직업재활시설에서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소일거리로 부업과 농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행복한 표정으로 가득합니다.

송갑진 씨가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찾기를 구실로 다양한 직업을 알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일하며 사는 멋진 인생을 꿈꾸는 그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거들고 도와 줄 단기사회사업가를 모집합니다.

 
 
세부 일정

 
 

2018년 7월 단기사회사업 송갑진 일정표
 

 



 
 

과업 2. 박우중 제주도 여행(열어보지 않은 선물)
 
 

 
박우중씨는 37세 남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 더러 호기심이 많고 
시각적인 것 들, 예쁘고,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박우중씨와 함께 지역 내 둘레사람을 만나 인사하고 
함께 여행을 묻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했던 푸른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면 어떠할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어떠할지, 

바다건너 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갔음 좋겠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세상에서 가슴 떨림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중 씨의 제주도 여행을 도울 단기 사회사업가를 모집합니다.
 
 세부 일정

 
2018년 7월 단기사회사업 박우중 일정표



과업 3. 최점순 취미활동 찾기(취미가 있어 행복합니다)

  
 

 
최점순 씨는 무궁애학원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4~6월) 동안 체
험 홈에서 단기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2015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아르바이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작업에 매진하기도 하였습
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
해 낮 시간을 무료하게 지내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현재 일상에서는 건강을 위한 실외걷기운동을 하고 있으며, 친구 및 동료, 옹
호자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점순 씨가 좋아하면서 꾸
준히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여가는 없습니다. 

조금 무료한 일상을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활을 위해 최점순 씨가 가진 강점인 
섬세함, 부지런함, 사교성을 살린 ‘취미’라는 진주를 찾고 싶습니다.

  
최점순 씨의 취미활동을 도울 단기 사회사업가를 모집합니다.

 
세부 일정

 
2018년 7월 단기사회사업 최점순 일정표

  



 
 
 
▣ 지원 방법

1) 먼저 실무자에게 연락합니다.
   이진경, 010-2002-1613, gigoinno@hanmail.net
   정명자, 010-2732-3511, rtto2134@hanmail.net
2) 무궁애학원카페 - 단기사회사업 게시판에 지원사를 올립니다. 지원사 작성
방법
    (지원사 올릴 때 과업을 선택해서 적습니다.)
  지원사 예시 글(월평빌라 2018년 여름 단기사회사업 신청한 학생들 글입니
다)
  - 김지윤 학생 글
  - 이민용 학생 글
3) 5월 23일까지 자기소개서를 올립니다. 자기소개서 양식
4) 예비 소집일(6월 2일)에 당사자와 실무자 면접을 봅니다.
5) 면접 후 최종 합격하면 격려의 글을 받습니다. 
  - 면접 문항과 면접 요령(김동찬 2014.6.4)
    http://cafe.daum.net/cswcamp/49AA/537
 - 격려 글 양식 http://cafe.daum.net/cswcamp/5s7Z/4760
6) 합동연수 일정 안내
- 2018년 여름방학 합동연수 http://cafe.daum.net/cswcamp/M7lU/402

▣ 사업 원칙

1)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2) 소박하게 합니다. 돈이나 물질을 적게 씁니다.
3) 참여하는 사람이 먼저 잘 누리고 배우고 성장하게 합니다.



▣ 미리 읽어 볼 자료

1) 복지요결 시설사회사업편
2) 월평빌라 이야기 2
3) 월평살이(2014년 겨울 단기사회사업 기록)
4) 내가 여행하는 이유(2016년 여름 단기사회사업 기록)
5) 월평빌라 단기 사회사업 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