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의 기본

노후준비의 중요성

노후준비교육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체계적으로 노후
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 2015.12.23 시행숫자로 알아보는
고령 사회 문제

모든국민이노후준비의중요성을조금이라도
일찍깨닫고,유익한정보를 통해 작지만확실한
실천을해나갈수있도록국민연금공단은2009년
부터노후준비교육을실시해왔습니다.

노후준비 전문 민간강사가 재무, 건강,여가,
대인관계에대한 강의를수행하고있습니다.

노후준비교육은 무료이며,사업장, 복지시설, 지자
체, 공공기관등어디에서든신청할수있습니다.

교육문의 : 노후준비 전문강사(민간) 여찬희 010-8477-6577

노후준비 민간강사 프로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교육의 내용

약력
생애진로학교 (M인재교육연구소) 대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교육학석사
(現)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민간)
(現) 한국생애설계협회 생애설계사
(現) 꿈세생애설계협동조합 교육이사
(現) 카운셀링크 생애설계 및 커리어 상담사
(現) 국방전직교육원 외래강사

소통행복성장코치 여 찬 희

(現) 이지엠휴먼월드 전문코치

커리어, 대인관계, 여가, 건강 등

(前) (주)아이앤드디코리아 책임연구원

주요 강의 과목
- 생애설계교육, 진로 & 취업(소양)교육, 진로전문가양성교육, 강사역량향상교육,

노후준비교육의 특장점

4차산업혁명과 미래역량교육, 각종 심리검사 WS, 퍼실리테이션, 교육게임 등

주요 강의기관
- 서울시50+재단, 현대제철, 현대건설, 노인종합문화회관, 경민대학교 경기도기
술대학, 성북구청∙시니어일자리박람회, 국방전직교육원, 농협안성교육원, 경기
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시흥여성새로일하기, 서울시뉴딜일자
리, 서강대, 덕성여대, 건국대, 백석대, 정왕복지관, 목감복지관, 휴넷, (주)아이
앤드디코리아 등 강의경력 10년

무료교육 신청방법
- 강사료는 공단 부담이며 일체의 금품 수수, 알선, 청탁은 금지
- 기관, 단체, 기업, 지자체, 학교 등 10인 이상 모집시 신청 가능(최소 60분 이상)
- 일정과 커리큘럼은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총론, 커리어, 재무, 관계, 건강, 여가
영역)
교육문의 : 노후준비 전문강사(민간)

여찬희 010-8477-6577

프로그램 예시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교육의 내용

노후준비 민간강사 프로필
행복한 인생 설계

프로그램명
강사

약력
생애진로학교 (M인재교육연구소) 대표

여 찬 희 (M인재교육연구소 대표, 국민연금 노후준비 전문강사(민간))

연락처

e-mail

010-8477-6577

기관

rvdream@naver.com
(現)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민간)
(現) 한국생애설계협회 생애설계사

일시

목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교육학석사

2018.O월 O일~O월 O일 5회기, 회기당 90분 내외

(現) 꿈세생애설계협동조합 교육이사

(現)수
카운셀링크
미래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4대 영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할
있다. 생애설계 및 커리어 상담사
(現) 국방전직교육원 외래강사

소통행☑복성
장코치 여 찬 희
(現) 이지엠휴먼월드 전문코치
☑ 정서 ☑ 직업 ☑ 건강
여가
☑ 재무 ☑ 인간관계

생애설계부문

커리어, 대인관계, 여가, 건강 등

1회기

1. 행복한 인생 설계

(前) (주)아이앤드디코리아 책임연구원

주요 강의 과목

- 내 인생의 보물 찾기 / - 행복한 인생을 위한 나만의 퍼즐만들기

- 생애설계교육, 진로 & 취업(소양)교육, 진로전문가양성교육, 강사역량향상교육,

알기 쉬운 재무설계
노후준비교육의2.
특장점
2회기

강의구성
목차

3회기

4차산업혁명과 미래역량교육, 각종 심리검사 WS, 퍼실리테이션, 교육게임 등

- Life cycle에 따른 재무설계 / - 평균 수명주요
연장에
따른 노후준비
강의기관
3. 9988234 건강 관리

- 서울시50+재단, 현대제철, 현대건설, 노인종합문화회관, 경민대학교 경기도기
술대학, 성북구청∙시니어일자리박람회, 국방전직교육원, 농협안성교육원, 경기

- 올바른 건강 상식 골든 벨 / - 건강한 습관, 스트레스 관리하기

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시흥여성새로일하기, 서울시뉴딜일자

4회기

5회기

4. 건강한 소통의 기술

리, 서강대, 덕성여대, 건국대, 백석대, 정왕복지관, 목감복지관, 휴넷, (주)아이
앤드디코리아 등 강의경력 10년

- 미디어로 보는 관계 / - 공감게임을 통한 소통법 배우기
5. 여가에서 찾는 재미와 의미

무료교육 신청방법
- 강사료는 공단 부담이며 일체의 금품 수수, 알선, 청탁은 금지

-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 / - 나의 여가
실천기
- 기관, 단체, 기업, 지자체, 학교 등 10인 이상 모집시 신청 가능(최소 60분 이상)
- 일정과 커리큘럼은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총론, 커리어, 재무, 관계, 건강, 여가

※ 본 교육은 재무적 측면에 치중한 노후준비 인식 개선 및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노후준비
영역)

교육입니다.

교육문의 : 노후준비 전문강사(민간)

※ 프로그램의 내용과 회차, 순서는 변경 가능합니다(각 회기는 1회 특강으로 진행 가능).

여찬희 010-8477-6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