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
광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1. 어린이집 별 채용 인원 - 총 73명
어린이집 명

지역

비 고

채용 인원
2

담임교사 2명

2

담임교사 2명

2

연장보육전담교사 2명

1

담임교사 1명

힐스다온

2

담임교사 1명, 연장보육전담교사 1명

우방사랑꿈

4

담임교사 2 명, 야간연장교사 1명, 영아보조교사 1명

우방희망꿈

3

담임교사 2 명, 야간연장교사 1명

송정

1

야간연장교사 1명

초월

1

특수교사 1명

1

특수교사 1명

4

담임교사 4명

힐스숲토리

4

담임교사 1명, 연장보육전담교사 2명, 영아보조교사 1명

자이

9

담임교사 3명, 야간연장교사 1명, 장애통합교사 1명, 연장보육전담교사 2 명, 조리사 1명, 누리보조교사 1명

궁평

3

담임교사 1명, 누리보조교사 1명, 영아보조교사 1명

퇴촌

2

담임교사 1명(대체교사), 장애통합교사 1명

1

장애통합교사 1명

5

담임교사 2명, 장애통합교사 1명, 연장보육전담교사 1명, 영아보조교사 1명

힐스별토리

1

담임교사 1명(대체교사)

꿈모아

2

담임교사 2명

태전어린이집

2

누리보조교사 1명, 연장보육전담교사 1명

3

담임교사 1명, 연장보육전담교사 1명, 누리보조교사 1명

5

담임교사 4명, 영아보조교사 1명

4

야간연장교사 1명, 연장보육전담교사 2명, 영아보조교사 1명

행복마루

9

담임교사 5명, 조리사 1명, 누리보조교사 2명, 영아보조교사 1명

합계

73

오포능평
매산
아이빛
장지

진우
신경안

힐스가온
푸른

광주
고산
오포가람

1지역
(16명)

2지역
(20명)

3지역
(14명)

4지역
(23명)

2. 선발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실시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개별 통지)
3. 응시자격기준
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보육교사 1, 2급의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자격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유치원정교사 1, 2급 자격을 갖춘 자로 보육교사 유 자격자
4.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나. 입사지원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
마.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유치원 경력증명서도 포함)
바. 자원봉사확인서, 후원금확인서(해당자만)
사. 일일 보육계획안, 행사계획안(주제 자유)

5. 선발 일정
가. 공고기간 : 2021년 11월 24일(수) - 2021년 12월 07일(화)까지
나. 원서 접수기간 : 2021년 12월 06일(월) - 2021년 12월 10일(금) 18시까지
다. 접수방법
-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E-mail 접수 및 방문접수
라. 서류심사합격통보 : 2021년 12월 13일(월) - 10시부터 개별 통보
마. 면접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17시(** 면접 2일 전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필요)
바. 면접장소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사. 최종 합격 통보 : 2021년 12월 16일(목) 10시부터 개별통보
6. 기타사항은 지원 각 어린이집별로 문의바랍니다.
전화번호
E-mail 주소
어린이집 명
지역
ellen67@hanmail.net
031-714-1477
오포능평

주 소
광주시 오포읍 창뜰아랫길6

매산

031-765-5214

eoo0318@hanmail.net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24

아이빛

031-711-7757

orack712@hanmail.net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20-15 (e편한세상 태재1단지)

031-768-4532

jangjikids@daum.net

광주시 포은대로 692-4

힐스다온

031-761-7953

hdaon2019@hanmail.net

광주시 태전동로 56 (힐스테이트1차 6단지)

우방사랑꿈

031-766-8648

ssm9923@hanmail.net

광주시 오포읍 청석로 70

우방희망꿈

031-766-0879

leno52100@naver.com

광주시 오포읍 청석로 74

송정

031-769-4991

3753a302@naver.com

광주시 중앙로 203번길 5

031-762-8144

장지

1지역

ilove926613@nate.com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3-22

031-764-9923

indotear@hanmail.net

광주시 도척면 진말길 11

031-767-2057

jung74mj@hanmail.net

광주시 중앙로 125

힐스숲토리

031-767-7970

h-tori@naver.com

광주시 태봉로 163-3

자이

031-764-3114

star3019@naver.com

광주시 광주역 5로 18

궁평

031-764-0796

happy2song@hanmail.net

광주시 도척면 궁뜰길 14번길 12-5

퇴촌

031-766-2289

itomato79@hanmail.net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52번길 34

031-761-0807

ckj2176@hanmail.net

031-762-1187

jma3025@naver.com

초월
진우
신경안

힐스가온
푸른

2지역

3지역

광주시 태봉로 50
광주시 경충대로 1461번길 43(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힐스별토리

031-762-7716

75amie@naver.com

광주시 벼루개길 42번길 24-3

꿈모아

031-767-1027

1201mom@hanmail.net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127번길 21-1

태전

031-768-3268

hahani20@daum.net

광주시 장지7길 63-48

광주

031-761-5680

byun9923@hanmail.net

광주시 파발로 202

031-766-2628

wjddhr5970@hanmail.net

광주시 포은대로 448-2

고산

4지역

오포가람

031-762-3533

euprophj@naver.com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701-10 (오포추자지구 서희스타힐스)

행복마루

010-8208-4801

domiscool@naver.com

광주시 광주역 8로 12

7. 지원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류나 각종 자격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점수가 미달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중지원 시 면접에서 제외됩니다.
* 합격자라 할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