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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평생교육원에선 국가자격증 2022년도 취업대비

최대 장학지원 혜택으로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20명)

최근들어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2급

1.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도움되는 1순위 자격증

2. 정부에서 사회복지인력 34만명 뽑겠다고 발표

3.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이에 따라 노인들을 부양할 인력 부족 → 취업이 잘됨

4. 2019년 사회복지 예산안 6,400억 증가된 1조 800억 집행 → 일자리 증가

� 보육교사 2급

1.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일자리 증원

2. 방과후 돌봄교사 지원할 시 소지자 우대

3.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많이 새우고 있음

4. 초등돌봄교실 2019년 700개 곳 설치, 22년에는 3,400개 설치계획

5. 2015년도부터 여러 아동학대 사건등으로 취득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음

작년만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약 4만명이 취득했습니다.

이미 현명한 분들은 취득 난이도가 비교적 쉬울 때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취득과정

� 사회복지사 2급 : 온라인 16과목 + 실습 1과목 = 총 17과목(3학기)

� 보육교사 2급 : 온라인 8과목 + 대면 8과목 + 실습 = 총 17과목(3학기 과정)

※ 고졸자의 경우 27과목을 들어야합니다.(4학기 과정) → 전문대졸업장도 함께 나옴 

- 선착순 20명 혜택

� 늦은 저녁, 공휴일 상관없이 1대1 전문담당자와 함께 자격증 취득가능

� 실제로 취업시 필요한 정보, 직업 전망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 제공

노후대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원하시는 분

재취업을 통해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은 주부

평소 공부에 열정은 있었으나 도전해보지 못한 분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수강생분이 1%의 의지만 있다면

자격증 손에 받아보는 날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놓은지 오래되었다거나

직장생활, 육아 등의 여러 일 때문에 자격증

취득 과정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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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마세요.

취득 과정에 있어 1대1 전문 멘토가 늦은 저녁이나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연락을 드리며,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대면과목 및 실습 또한

지역별로 100% 연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진행과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카톡-상담 : http://pf.kakao.com/_dNssxj

-상담-문의 : http://pf.kakao.com/_dNssxj/chat

-실시간 카톡 : http://pf.kakao.com/_dNssxj

-연락처 : 010..5729..5484 

실명인증글쓰기 목록

이전글

2022년도 마지막 2학기 ! 사회복지사2급,보육교…
다음글

 2022년도 마지막! 2학기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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