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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담당자 조수현 팀장 입니다 :)

  

오늘부터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2022년도 2학기

11월 개강반 수강생 모집 시작 합니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정은 현재 보육법 개정으로인해 100% 온라인강의로 이수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일부과

목은 온라인강의로 이수! 일부과목만 대면과목이수!

앞으로 추후부터는 전과목 대면과목으로 바뀔예정이므로 그전에 취득 하시는게 좋습니다!

  

※취득기간※   대면과목이란?? = 지역 대학교에서 출석수업듣고 시험보는과목을 대면과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 온라인강의 18과목 + 대면과목8과목 + 실습1과목 =총 27과목 이수(4학기 과정)

  

  

  

전문대학교졸업 이상자 - 온라인강의 8과목 + 대면과목 8과목 + 실습1과목  = 총 17과목이수(3학기과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같은경우는 지금현재 100%온라인강의 이수후 실습만 진행하시면취득하실수가 있기때문에 누구나 쉽

게 취득할수있는 과정으로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이후로는 국가고시제로 바뀔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때문에 온라인강의로만이수가능하실때 취득 하셔야 한다

는점 꼭! 숙지 해주세요!

  

  

※취득기간※
고등학교 졸업자 - 온라인강의 26과목 + 실습1과목 = 총 27과목(4학기과정)

  

  

전문대학교 졸업자 - 온라인강의 16과목 + 실습1과목 - 총17과목(3학기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전망※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인원수를 기존보다 대폭 늘린상태이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별도의 공무원시험

을 통해서 경쟁율이 낮은 상태로 공무원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 아동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모자가정 등.  사회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만큼 전

문인력 추우언이 필요하고,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후 미래를 위한 보험방식 자격증으로 실천에 옮겨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인기  자격증 중 하나 입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영역(의료사.회.복.지.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자원봉사활동관리  정사.회.복.지.사,군사.

회.복.지.사,산업사.회.복.지.사)여러분야 쪽으로 노후 대비 및 취업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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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전망※
� 2012~2016년 영유아 보육정책 강화로 5세 누리과정이나 보육료 지원이 확대 됨으로써   보육원들의 보.육.교.사 확충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미취학 영유아들의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나 각종 교육과정의 신설도입과 보.육.교.사 시설에 대한 지원 증가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 입니다.

   향후 약 1만명의 신규채용이 전망되고 있다고 하니 취업에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보육시설들이 경험 많은 주

부님들을 선호하여 더욱 쉽고 편하게 일하실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 입니다. 주부님들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

필수적으로 자격증 하나씩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도 의무교육으로 바뀐다고 하니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면 전망 및 수요   부분에 있어 가장 확실한 자

격증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모두 온라인수업에 대한 시험, 과제 제출 시기에 

참고자료 보내드리니 걱정마시고 수업만 잘 진행시켜주시면 됩니다! 

  

  

  

★ 세부내용 ★ 

♣ 교육과정 : 학위취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 강의시간 : 한 과목에 20~30분 가량의 온라인 수업 

♣ 교육대상 : 고졸,전졸,대졸 가능 

♣ 교육기간 : 11월 개강반

♣ 소요기간 :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1년과정/ 고졸의 경우 1년6개월~2년과정 

♣ 접수방법 : 전화상담 >학습설계 > 등록금납부 >수강신청 

  

  

  

☞ 카톡아이디 : whtngus0306

☞ o.1.o.2.8.7.5.1.9.o.4

http://pf.kakao.com/_xaLssxj/chat <<클릭

실명인증글쓰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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