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꿈을 찾아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검색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9년 12월에 개소한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능력평가,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
특화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원자격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모집기간 : 연중 수시(수시 입학/수시 수료제도 운영)
※수료는 취업과 연계 합니다.

훈련분야 : 제조, 서비스, 사무행정보조, 기초정보기술
※현장과 유사한 10개 이상의 직업체험실에서 훈련을 병행합니다.

특별혜택 :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훈련 실시
- 1단계 참여수당 15만원, 취업 후 1년 근속시 최대 150만원 지급
- 2단계 훈련참여수당 28.4만원 /교통비 5만원 지급
※중식제공/실습재료 등 훈련에 필요 용품 지급

선착순 50명에게는 첫 입학 선물 드립니다!
입학
상담

051-520-3412/3414/3415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 1번출구 사학연금회관 빌딩 13층
*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어 주변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분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9년 12월에 개소한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능력평가,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
특화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참여기업

직무체험
바리스타

체험 내용
커피제조, 고객응대, 식품위생 등 직무체험

항공서비스 심폐소생술 및 구명복 착용 등 안전교육, 기내음료
(기내청소보조) 서비스 제공, 기내청소 등 직무체험
식품생산보조 편의점용 도시락 포장, 식품위생,
식품생산보조
식재료 준비, 소모품 정리 등 직무체험
직장예절, 우편물 분류, 문서 정리, 인쇄, 복사, 팩스
사무행정보조
발송 등 직무체험

린넨

도서관 예절, 도서 대출&반납처리, 도서검색,
분류 및 정리 등 직무체험
환자복, 침구류, 유니폼 등 병원 세탁물
수거&분류&정리 등 직무체험

요양보조

병실 침구류 교체, 식사&이동보조 등 직무체험

사서보조

IT체험

컴퓨터 활용, 코딩활용, 기가지니, VR 및 드론 체험 등
직무체험

고객응대, 의류 분류 및 정리,
의류매장서비스 의류매장서비스
도난 방지 태그 작업 등 직무체험
포스기 사용, 상품진열, 온라인 주문 등
매장보조업무 매장보조업무
직무체험

인쇄보조

인쇄보조 복합기, 제본기 등 인쇄 장비 사용,
다양한 인쇄물 제작 및 포장, 직장예절 등 직무체험

외식보조
식품생산에 필요한 위생관리, 생산된 제품 진열,
제조음식판매 포장, 고객응대, 외식보조 등 직무체험
※ 사전 전화예약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 여러분의 견학을 환영합니다

체험
상담

051-520-3421/3423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 1번출구 사학연금회관 빌딩 13층
*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어 주변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분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