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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정식인가 평생교육원 소속

맞춤설계팀 곽범근 팀장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1. 경력단절 여성,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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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돌봄교사 지원할 시 소지자 우대

3.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많이 새우고 있음

4. 초등 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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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졸업자

▶ 온라인강의(26과목) + 실습(1과목) = 총 27과목(4학기과정)

- 전문대학교졸업 이상자

▶ 온라인강의(16과목) + 실습(1과목) = 총 17과목(3학기과정)

● 보육교사 2급

- 고등학교 졸업자

▶ 온라인강의(18과목) + 대면과목(8과목) + 실습(1과목) =총 27과목 이수(4학기 과정)

- 전문대학교졸업 이상자

▶ 온라인강의(8과목) + 대면과목(8과목) + 실습(1과목) = 총 17과목 이수(3학기과정)

※ 고졸자의 경우 27과목을 듣는 이유는 전문대 졸업장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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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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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수강생분이 1%의 의지만 있다면

자격증 손에 받아보는 날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취득 과정에 있어 1대1 전문 멘토가 되며 늦은 저녁이나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연락을 드리며,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24시간 상담가능하며 상담은 일절 무료입니다!

카카오톡 a960501

카카오톡 상담신청 : http://pf.kakao.com/_SyxlTxj/chat

☎ o1o-6629-9075

실명인증글쓰기 목록

이전글

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 자격증 장학혜택 50…
다음글

2022년도 마지막 2학기 ! 사회복지사2급,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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