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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작성 후 1년 미만의 게시물만 확인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전환됩니다.

[무료교육] 비전큐, 자격증 190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등록자 : 박종숙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16
내용 : [무료교육나눔] 인기자격증 190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 모집안내 비전큐 자격증 교육원에서는 평생 교육시대를 맞이하여 남녀노
소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경제적 부담없이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무료 교육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준..

【4개월 과정】청소년지도사2.3급 시험 면제받고 국가자격증 취득! 이번이 마지막 (비용은 60만원 소요)
등록자 : 서인성
전화번호 : 02-6213-9094
등록일자 : 2023-02-16
내용 :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학습담당자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향후 10년간 고용증가 직업으로, 미래 유망직업군으로 꼽히고 있으며 자격
증 취득과정은 -> 필기시험 + 면접으로 이뤄지는데요. 청소년지도사 2급의 경우, 온라..

꾸준히 하실분
등록자 : 차의정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14
내용 : 맞벌이를 해도 살기 힘든 세상, 외벌이만으로는 택도 없죠ㅠ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 내 아이 기저귀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
는데 지금은 직장인만큼 벌고 있네요:)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이만한 일이 없더라구요~^^ 회사 눈치, 상사 ..

★180만원 과정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수업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등록자 : 안정연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13
내용 :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외국인,재외동포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취득과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 필수 15과목 이수 -..

【공지】 평생교육사 2급, 온라인으로 8개월 안에 취득하는 과정
등록자 : 안정연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13
내용 :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담당자입니다. 이번에는 고령화시대에 전망이 좋은 자격증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평생교육사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후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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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교육비 100% 면제
등록자 : 안정연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13
내용 : 보훈자녀 교육비 면제 상담문의 【전화 문의】 : O2-62l3-9O94 【상담 예약】 : http://naver.me/GnVSIryl 【실시간 문의】 :
http://pf.kakao.com/_janLxb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보육교사 2급, 이번 학기까지만 과목 당 6만원으로 최대할인!!
등록자 : 서인성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13
내용 :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담당자입니다. 보육교사 2급은 온라인 과목 뿐만 아니라 대면수업, 실습도 수료해야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취득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취득과정 ▶ 대학교 졸업 ：..

#마지막 무료수강! 노인심리상담, 방과후 관련 자 격 증 혜택지원#
등록자 : 서인성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13
내용 : ◆ 신청방법 1. https://www.dleducation.co.kr/?cpcd=ys 홈페이지에 가입 시 "추.천.인코드" 공란에 ‘YS’ 입력 2. 상단 메뉴 중
‘수강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과목 선택 ..

[무료교육] 비전큐, 자격증 190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등록자 : 박종숙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09
내용 : [무료교육나눔] 인기자격증 190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 모집안내 비전큐 자격증 교육원에서는 평생 교육시대를 맞이하여 남녀노
소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경제적 부담없이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무료 교육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준..

★180만원 과정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수업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등록자 : 안정연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09
내용 :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외국인,재외동포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취득과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 필수 15과목 이수 -..

【공지】 평생교육사 2급, 온라인으로 8개월 안에 취득하는 과정
등록자 : 안정연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09
내용 :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담당자입니다. 이번에는 고령화시대에 전망이 좋은 자격증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평생교육사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후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

★국가유공자 자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교육비 100% 면제
등록자 : 안정연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09
내용 : 보훈자녀 교육비 면제 상담문의 【전화 문의】 : O2-62l3-9O94 【상담 예약】 : http://naver.me/GnVSIryl 【실시간 문의】 :영양군청(https://www.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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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janLxb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꾸준히 하실분
등록자 : 차의정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08
내용 : 맞벌이를 해도 살기 힘든 세상, 외벌이만으로는 택도 없죠ㅠ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 내 아이 기저귀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
는데 지금은 직장인만큼 벌고 있네요:)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이만한 일이 없더라구요~^^ 회사 눈치, 상사 ..

사회복지사 아직도 안따셨나요 법개정전 마지막 자격증반 모집안내
등록자 : 하유선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08
내용 : ★국가고시로 변경 전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1급과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과목만 이수하는게 아니라, 국가고시로 변경되면 시험의 리스크가 생기고, 기간도 지금보다 늘..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동학사 취득하고 호봉 인정받자★
등록자 : 하유선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3-02-08
내용 :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더 좋은 원, 다른 직종 공고를 보면 4년제 졸업 -> 우대 글귀가 많이 보입니다. 구인공고 [우대사항] - 유아교육, 아동
학, 4년제 졸업 - 교육관련 경력자 우대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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