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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담쟁이쉼터 상담원 채용 공고
2021.11.29 조회수 339 등록자 강민지

상호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담쟁이쉼터

연락처 010-5494-1366

직종 사회복지/상담

분야 사회복지/상담

모집인원 1

마감일 채용시까지

학력 무관

전공 사회복지

경력 무관

고용형태

급여조건 2000이상 ~ 2500미만

자격면허 사회복지사2급, 성폭력방지 상담원양성교육 수료증(입사 후 6개월 이내 이수 가능), 운전면허

외국어능력

근무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근무시간 및 교

대
09:00~18:00 2교대

채 용 공 고

□ 시 설 명 :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담쟁이쉼터 

□ 모집부문 : 상담원 1명

□ 업무내용

입소자 보호 및 생활지원, 상담·법률·의료·교육 지원, 직업 훈련 등 프로그램, 회계 및 사무 전반적인

운영

구인(민간일자리)

(http://www.yeosu.go.kr)

/www/sphere
/www/sphere/job
/www/sphere/job/recruit
/www/sphere/job/recruit/job_adverts
/www/sphere/job/recruit/job_adverts
/www/sphere/job/recruit/job_hunt
/www/sphere/job/recruit/job_site


접수방법

운영

□ 근무시간

주 5일 09:00~18:00 (월 2회 이상 당직 있음, 주말 당직 포함, 주말 근무 후 대체 휴무)

□ 연 봉

연 2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상여별도)

□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3. 성폭력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 (입사 후 6개월 이내 이수가능한 자)

※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여성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여성폭력 분야에 관심과 사명감 있는 분 우대

함.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사진, 연락처, e-mail 기입 요망) 1부 (필수)

2. 자기소개서 1부 (필수)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4. 관련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성폭력방지 상담원 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1번과 2번은 필수 제출 서류임

□ 제출기한 : 2021.11.29.~2021.12.14.

□ 합격자발표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서류합격자에 한해 추후 면접 심사 예정)

□ 제출방법 : E-mail (ysive1366@hanmail.net)

□ 문 의

1. 전화번호 : 010-5494-1366

2.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설 특성상 이하 비공개) 

3. E-mail : ysive1366@hanmail.net

추가내용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 채용공고.hwp  (227 hit/ 65.0 KB) 미리보기

2. 제출서류.hwp  (215 hit/ 57.5 KB) 미리보기

글쓰기 목록

(http://www.yeosu.go.kr)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uAd2pgP9F&file_type=all&idx=10479&file=235537%7C235538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0479/235537/1. %EC%B1%84%EC%9A%A9%EA%B3%B5%EA%B3%A0.hwp?pkey=uAd2pgP9F
http://doc.yeosu.go.kr/viewer.php?url=https%3A%2F%2Fwww.yeosu.go.kr%2Fybscript.io%2Fcommon%2Ffile_download%2F10479%2F235537%2F1638148060.hwp&fn=f&rs=/view/&dcKey=8dc475856a8f20fb79aa36a0644da02d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0479/235538/2. %EC%A0%9C%EC%B6%9C%EC%84%9C%EB%A5%98.hwp?pkey=uAd2pgP9F
http://doc.yeosu.go.kr/viewer.php?url=https%3A%2F%2Fwww.yeosu.go.kr%2Fybscript.io%2Fcommon%2Ffile_download%2F10479%2F235538%2F1638148060_1.hwp&fn=f&rs=/view/&dcKey=8dc475856a8f20fb79aa36a0644da02d
/www/support/member_login?return_url=/www/sphere/job/recruit/job_adverts?mode=write
/www/sphere/job/recruit/job_adverts


이전글

여수시수어통역센터채용공고
다음글

여서어린이집 대체교사(출산육아휴직) 채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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