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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사 취득하여 전문상담교사 되는법! 미래를 대비하세요
등록자 : 이은지
전화번호 : 02-6213-9094
등록일자 : 2021-05-04
내용 :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심리학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그만큼 많은사람들이 심리학 학위에 관심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심리학의
전망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망이 밝은 심리학은 학점은행제를..

★[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국가고시로 개정 전 마지막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 ★
등록자 : 이은지
전화번호 : 02-6213-9094
등록일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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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게 됩니다) ..

[키자니아GO] 아이들을 위한 직업체험 [키자니아GO]
등록자 : 김민섭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4-30
내용 : 아이들을 위한 직업체험 키자니아고 ? ? ? ?� �아이들의 미래 꿈을 가꾸기 위한 '키자니아고!'가 영덕을 찾아 옵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넓혀주세요^^?? ♀???? ??? ⚕?? ??? ??? ??? ??? ??? ?..

사회복지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아직 못하셨나요? 온라인출석 마지막입니다!
등록자 : 곽솔
전화번호 : 070-7450-2454
등록일자 : 2021-04-28
내용 : 전국에서 실습 가능, 출석은 모두 온라인으로! 지역 대학연계 필요 없이 본 교육원에서 실습과목 이수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120/160시간) - 간접실습가능 보육실습(240시간) - 간접실습가능 평생교육실습(160시간) ..

1학기 마지막 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학위 취득 온라인 과정
등록자 : 곽솔
전화번호 : 070-7450-2454
등록일자 : 2021-04-28
내용 : ■ 사.회.복.지.사 2급 온라인 16과목 + 실습 1과목(전국가능)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 4학기 과정 (전문학사 동시 취득) * 최종학력이
전졸 이상인 경우 : 3학기 과정 ■ 보.육.교.사 2급 대면 8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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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초학교
등록자 : 김성진
전화번호 : 010-2809-0991
등록일자 : 2021-04-27
내용 : 대상 : 산약초에 관심있는 영양군민 장소 : 에코그린센터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3315 모집인원 : 20명 교육시간 : 5회 ( 17시간)
5월 18일 / 5월 20일 / 5월 25일/ 5월 26일/29일 모집기간 : 5월..

홍보만 하시면 수익을 얻으실수 있는 마케터를 모집합니다
등록자 : 김민정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4-27
내용 : ☞구인정보 컴퓨터만 있으면 일할 수있습니다 ♥지원조건 초보자 경력상관없이 일할수 있습니다 성별무관 하고 20살 이상 이시면 누구
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업무내용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일할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일 ..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머라고 하는지 아세요
등록자 : 김민정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4-26
내용 : ☞구인정보 컴퓨터만 있으면 일할 수있습니다 ♥지원조건 초보자 경력상관없이 일할수 있습니다 성별무관 하고 20살 이상 이시면 누구
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업무내용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일할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일 ..

아르바이트 / 자유근무
등록자 : 허종희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4-23
내용 : [구인공고]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지원조건]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소지자 -성별: 무관 -나이: 만19세 이상 -학력:
무관 ※ 업무내용 --시간 장소 구애없는 재/택/근/무사원 모집 -제/공..

시간제약없는 재택부업
등록자 : 김민정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4-23
내용 : ☞구인정보 컴퓨터만 있으면 일할 수있습니다 ♥지원조건 성별무관 하고 20살 이상 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업무내용 컴퓨
터만 있으면 일 할 수있습니다 본사에 자료를 보시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시는 작업이십니다 홍보모집..

태양광 설치 시 주택 및 건물에 지원금 받고 설치하세요.
등록자 : 임대성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4-23
내용 : 1.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 3kw 이하 가. 지원대상 : 자기명의, 공동명의의 단독주택 소유자 나. 지원금액 : 2021년 총 사업비
4,608,000원 에너지공단(정부) 지원금 230만원 경상북도 지..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교육연수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등록자 : 신기연
전화번호 : 054-851-0900
등록일자 : 2021-04-23
내용 :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교육연수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1. 소개 :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은 평생교육시설 및 경상북영양군청(https://www.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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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글쓰기

도 공무원대상 민간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연수원입니다. 본원은 전통인문정신연수 프로그램으로 국학의 대중화와 세계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등록자 : 김민정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4-22
내용 : ☞구인정보 컴퓨터만 있으면 일할 수있습니다 ♥지원조건 성별무관 하고 20살 이상 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업무내용 컴퓨
터만 있으면 일 할 수있습니다 본사에 자료를 보시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시는 작업이십니다 홍보모집..

▶단기간 무시험 국가자격증 취득! ★1학기 마지막 수강 특별 장학혜택★
등록자 : 김준수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4-22
내용 : ▶단기간 무시험 국가자격증 취득! ★1학기 마지막 수강 특별 장학혜택★ 안녕하세요:) 김준수 팀장입니다! 일하면서도 취득하실 수 있
는 무시험 국,가,자,격,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장학혜택 받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lt; 평생교육 제 2021-1호 &gt; 사회복지사 자격증반
등록자 : 이은지
전화번호 : 02-6213-9094
등록일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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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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