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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선착순 4명만 장학 할인
2021.06.18

조회수 2

등록자 허민우

[긴급공지]선착순 4명만 장학 할인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원격 교육 훈련 기관 소속
자격증 전담 부서 담당 허민우 팀장입니다.
6월 30일까지 자격증 취득 과정 상담시
4명만 특별 장학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이 취업, 노후대비, 경력단절 등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있으시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실무에서 전문성이 낮고
허위 실습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 과정 이수가 아닌
국가시험으로 빠르면 올해 말에 변경될 수 있다 하며
또한,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에 정해진 과목이수
방식이 아닌 대학과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방안도 올해 말에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 자격.증 두 가지가 전부 취득과정이 어렵게 변한다면
학점.은행제로 쉽게 취득을 할 기회는 이번 연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 특징과 장점
-나이 성별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한 직업
-고령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필요성이 늘어나는 직업
-정부의 지원과 정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증가!
-정년의 규정이 없는 직업으로 재취업률 1위!
-자격.증 취득 시 사회.복지공무원 응시 가능!
-다양한 복지시설로 취업 가능
-호봉제 도입으로 가능한 꾸준한 임금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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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도입으로 가능한 꾸준한 임금상승!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
고등학교 졸업자
온라.인 수강 26과목 + 실습 1과목 총 27과목 이수
3~4학기 과정입니다. (실습 포함)
전문대 이상 졸업자
온라.인 수강 16과목 + 실습 1과목 총 17과목 이수
3학기 과정입니다. (실습 포함)
————————————————————————————

보육.교사 전망과 특징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1위 자격.증
-정부에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정책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보조교사, 연장전담 보육.교사, 시간제 교사 등 다양한 보육.교사로 취업 가능
-호봉제로서 경력이 쌓일수록 꾸준한 임금 인상이 가능
-기존보다 보육.교사 1명당 아동수를 줄여 업무의 부담이 낮아짐

보육.교사 2.급 취득 과정
고등학교 졸업자
온라.인 수강 18과목 + 대면 수업 8과목 + 실습 1과목 총 27과목 이수
기간: 3~4학기 과정입니다. (실습 포함)
전문대 이상 졸업자
온라.인 수강 8과목 + 대면 수업 8과목 + 실습 1과목 총 17과목 이수
3학기 과정입니다. (실습 포함)
이렇게 인기 자격.증 두 가지가 모두
더는 학점.은행제로 쉽게 취득을 할 기회는
이번 연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미루기보다 지금 이기회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문의 : O I O - 3 O 8 4 - 8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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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사 학위 취득반 (전문상담교사 위클래스)

■■장학할인■■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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