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채용분야>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근무시간

기본

분야

아동청소년

지도

-일상생활교육( 생청결교육,안 교육지도)

-학교생활교육(숙제 계지도, 비물 지도)

-기 학습교육(학습코칭,수 별 학습지도,학습부진아 지도)

1. 일근무

주25시간

(주5일,1일 5시간)

2.단시간근무

주12시간

(주3~4일,1일

3~4시간)

기

어

-아동청소년 기 어 지도

-아동청소년 그룹 어 지도

-아동청소년 어 활동 로그램 지도

독서

지도

-아동청소년 독서지도

-아동청소년 그룹독서 지도

-아동청소년 독서 활동 로그램 지도

체능

활동

-아동청소년 체능활동 지도(음악,미술,체육 등)

-아동청소년 체능 활동 로그램 지도

특화

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지역사회돌 이필요한아동발굴 합한지역아동센터로의연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사례 리

-아동복지교사 노무 ․ 여 리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된 업무 지원 등

주40시간

(주 5일)

항목 채용기

기본

자격
공통

1)만 19세 이상으로,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상에도 반드시 서울시 거주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2013년 1월 1일 기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2013년 2월 졸업 정자,방송통신 ․사이버 학교 재학생,야간 학원

생 지원 가능

•휴학생의 경우,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자만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수입이 없거나 실질 휴업 등의 경우 지원 가능

3)아동 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

4) 염성 질환이 없는 자

5)분야별 세부자격 기 에 하는 자

분야별

세부

자격

기본

분야

아동청소년

지도교사

•사회복지사 2 이상,보육교사 1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

•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 등 련 경력자 련 자격증 소지자 우

(2013년 2월 자격취득 정자 포함)

• 등 는 등 학습지도 가능자

•학습지도 련 경력자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련학과 공자 우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

기 어

교사

• 어 학습지도 련 경력자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

• 등 는 등 어지도 가능자 우

•해당분야 련학과 공자 우

독서지도

교사 •독서지도사,문 교사등 련경력자 교원자격증, 련자격증소지자 우

•해당분야 련학과 공자 우체능활동

교사

특화

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사회복지 련학과 공자로 사회복지사 2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2013년 2월 졸업 정자로,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졸업 정

증명서로 신청 가능)

•사례 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련업무 경험자 우

기타

우 요건

•장애인 기 생활수 자,국가유공자 채용 우

•취약계층 우 : 소득층(최 생계비150%이내),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채용우 (체류비자,보험가입등결격사유없는자)

기타사항

•주․야간 학생,주간 학원생 참여불가

•지역아동센터 표자 참여불가

• 일근무교사 겸직 불가(단시간근무교사는 시간이 복되지 않는 범 내

에서 겸직 가능)

•친족이 운 하는 센터( 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별첨 2.기본신청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