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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수YWCA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2021.11.17 조회수 267 등록자 엄재심

상호 (사) 여수YWCA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연락처 061-662-8296~7

직종 상담원

분야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

마감일 2021-11-30

학력 무관

전공

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급여조건 2000이상 ~ 2500미만

자격면허 사회복지사

외국어능력

근무지역 여수시 시청동 3길 35.

근무시간 및 교

대
09:00~18:00 교대없음

접수방법

1. 모집기간 : 11월 16일(화) ~ 11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서류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개별 통지 합니다. 

2. 접수방법 : (사)여수YWCA 방문 접수 (여수시 동문로 120 여수고 입구)

3.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과 연락처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부. 

구인(민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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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력서(사진과 연락처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성매매방지 상담원 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추가내용

1. 모집인원 : 상담원 1명

2.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필수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우대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

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3. 근무 및 근로 조건 

1) 주5일 근무

2) 연봉 : 2,200만원~2,500만원

3) 4대보험 적용

4) 퇴직금 형태 : 퇴직금(1년이상 근무시)

4. 합격통보 후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각 1부

5. 유의사항 

1)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름. 

3)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한 자는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에 관

한 법률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 의) ☎ 061.662.8296~7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공고) 여수YWCA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모집.pdf  (136 hit/ 64.3 KB)

미리보기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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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yeosu.go.kr/viewer.php?url=https%3A%2F%2Fwww.yeosu.go.kr%2Fybscript.io%2Fcommon%2Ffile_download%2F10437%2F235045%2F1637113860.pdf&fn=f&rs=/view/&dcKey=8dc475856a8f20fb79aa36a0644da02d


글쓰기 목록

이전글

영아반 담임교사 및 연장교사 구합니다.
다음글

[긴급]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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