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hael Smull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에 대한 미국의 마이클 스멀의 30년간 실천 노하우가 담긴 국내 최초 

출판물인 「사람중심계획과 의미 있는 삶」을 저자인 스멀의 친절한 설명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깊이 있게 만나 보는 웹 

교육입니다. (※ 순차통역을 통한 ZOOM 강의) 

1. 2020. 2. 3 월요일 오후 8시 ~10시 “Choice and Control”

2. 2020. 2. 10 월요일 오후 8시 ~10시 “Person Centered Thinking”

3. 2020. 2. 17 월요일 오후 8시 ~10시 “Essential Lifestyle Planning”

4. 2020. 2. 24 월요일 오후 8시 ~10시 “Person Centered Description”

5. 2020. 3 .9 월요일 오후 8시 ~10시 “Helping People Move”

6. 2020. 3. 16 월요일 오후 2시 ~ 5시 “Person Centered system”

   / “Purpose and Meaning”

| 공 동 주 최 |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우성원,

우성장애인요양원),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주          관 | SDA Korea

| 참   가   비 | 1인당 100,000원 (6회 세미나 ; Zoom접속 코드는 1월 10일 이후 개인별 전달예정)

| 접 수 기 한 | 2020. 1. 24 까지

| 오리엔테이션 | 2020. 1. 27. 월 오후 9:00 (zoom 사전접속 테스트) 

일정과 주제

※ 매회 이어지는 주제는 강사의 저서 「사람중심계획과 의미 있는 삶」 (윤재영·문영민 

 번역, 알라딘 구매 「http:// aladin.kr/p/oMSf9:또는 알라딘에서 사람중심계획 

 검색」 가능)의 내용과 같습니다.

마이클 스멀Michael Smull의

사람중심계획PCP 

웹세미나webinar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Clinical Assistant professor, 
1982-1997)로 재직한 바 있는 저자는 사람중심계획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는 「important to/for」의 최초 착상자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획기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미국 48개 주정부와 해외 7개국의 발달장애인 
개별지원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AAIDD의 
서비스 어워드를, 2015년에는 NASDDDS의 콤파스 어워드를 수상 하였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람중심생각(Person Centered Thinking)의 
가치와 기술은 노인과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 스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지역사회생활청 (ACL)의 주요한 정책 기조가 되고 있다. 
현재, 그는 사람중심실천가들의 학습공동체(TLCPCP)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Support Development Associate, LLC의 선임 파트너 이다. 

웹 세미나 참여는 Zoom(소프트웨어명)으로 진행되며 기술적지원은 향후 개설되는 SNS (카카오 

톡예정)으로 알려드리며 개별적인 문의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 강 의는 회원제로 

참가가 확정된 사람에게만 웹 세미나 방에 입장가능한 권한을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개인에게는 SDA Korea가 발행하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원하는 참가자 에게는 향후 PCP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웹 세미나
참여 방법 및
참가자 혜택

신청방법

| 문             의 | 전화 : 02-2249-2030 / 010-6435-3590

전경철/이메일 : gsc718@hanmail.net

| 신 청 서 작 성 | http://www.sdakorea.co.kr/sub/form1.php 

| 학습공동체 참여 | https://open.kakao.com/o/gweyrOOb (카카오톡 오픈방)

| 참 가 비 입 금 | 우리은행 1005 403 827379

에스디에이코리아 (개인당 10만원) 참가자명으로 입금

SDA, Korea | 2019년 8월 미국 Support Development Associate, LLC (www.sdasu.com)의 

승인을 받아 한국 지부 형식으로 출발하게 된 출판사(www.sdakorea.co.kr)이다. 사람중심계획에 

대한 전문 출판 및 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gsc718@hanmail.net)

※ 통역은 미국 미시간에서 활동 중인 동시통역사 제시카 전(Jessica Jun)이 맡을 예정입니다. 

마이클 스멀 Michael Sm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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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2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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