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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미래 대비 가능

작성일 2021.11.04 23:02 등록자 권규리 조회수 263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 과정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권규리 팀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망과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사의 전망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의 수를 계속 늘리고 있어서
사.회복지사 관련 직업의 수요도 늘어나고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정년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고민하시는 분이나
적지 않은 나이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이에요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하다 보니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인공지능 대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AI 대체가 불가능한 미래 유망직종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상담 센터 등

노인복지 관련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 요양원, 주간 보호 센터, 치매 안심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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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art/community
/art/community/free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자 - (26과목 + 실습 160시간 총 27과목)
▶전문대 졸업 이상 - (16과목 + 실습 160시간 총 17과목)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9.12.31까지 사.회복지사 과목을 하나라도 이수하셨다면

이전법(14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 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꼭! ! 전문가와 진행해야 해요}

※ 최근 허위 실습 확인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도 1급 자.격증처럼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 취득하도록 법안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 국가고시 없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호봉제라서 경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급여가 높아집니다
얼른 취득하세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써봤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거나,
사.회복지사 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꼼꼼한 학습.설계부터 과정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습 설계팀 : 권규리 팀장]

연락처 : 010-73.57-57.99

카카.오톡 : raye8498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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