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매체교육지도사

■ 1. 동화매체교육지도사란?
스토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창의적인 기법으로 제작하여 들려줌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있는 피아제 인지발달이론(물활론적사고)전조작기 사고 즉성에 접근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돕고 여러 가지 극화활동을 통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차
세대 아동교육영역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2. 응시자격
 제한 없음.

■ 3. 자격 응시 비용

자격
종목 등급

시험응시 검정료 기     타

필기 실기 기초입문
교육과정 계 보수교육비 자격증 분실 

재발급비

동화
매체
교육

지도사

1급 50,000원 50,000원 0원 100,000원 20,000원 10,000원

2급 30,000원 50,000원 0원 80,000원 20,000원 10,000원

3급 0원 50,000원 0원 50,000원 20,000원 10,000원

※ 첨부 :『동화매체교육지도사』이수확인서 양식(타 기관 교육 후 개인 접수 시)

※ 환불정보
⓵응시(검정)료 :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접수마감 후 검정 3일 전까지 5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⓶교재비 : 교재 반환 시 100% 환급
  * 교재가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⓷자격증 발급비 :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 4. 시험과목
자격종목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분야 또는 영역)

동화매체교육
지도사

1급

필기
1. 유아문학의 이해  
2. 교사매체론
3. 유아교사론

실기
▶ 5분 원고에 맞는 매체작품제출
▶ 수업지도안 제출

면접 ▶ 면접고사
기초입문
교육과정

▶ 1시간 연수

2급
필기

1. 유아문학의 이해  
2. 교사매체론

실기
▶ 3분 원고에 맞는 매체 작품 제출 
▶수업지도안 제출

기초입문
교육과정

▶ 1시간 연수

3급
실기 동화매체작품 제출

기초입문
교육과정

▶ 1시간 연수

■ 5. 진로 및 전망
-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요양병원, 사회공헌활동가 및 강사
- 대학교 외래교수 및 사회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 기초지자체 평생학습관 강사, 출판사, 창업, 스타트업
-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학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학부모교육
- 본 회원 활동프로그램(창의 독서교실, 명품 독서교실, 공연독서, 그림책교실) 연계 활동
- 회원 가입(월10,000원)시 취업 정보제공 및 상담

■ 6. 시험 일정
* 수시 및 정기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
문화콘텐츠개발원 홈페이지(www.ccdi.kr) - [공지마당] - [국가시험·교육센터] 참고



■ 7. 등록 ·등록증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

http://www.pqi.or.kr


■ 8. 자격운영 및 관리기관 정보

주무관청 자격관리기관 정보

교육부

발급기관명 (사)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자 박해동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20 (전포동),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37-5 가나빌딩 4층

전화번호 부산 051-819-8373 서울 02-508-0511 

홈페이지 www.ccdi.kr

메일 s-piidi@naver.com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화콘텐츠개발원 개발·등록·교육·시행콘텐츠)

민간자격등록번호 제 2020-002833 호 사업자번호 119-82-03646

자격명  동화매체교육지도사 자격의 등급  1급⦁2급⦁3급  

입금계좌 국민은행 342301-04-075976 부산은행 113-20117182-04

홈페이지 www.ccdi.kr  문의 서울 508-0511  부산 819-8371  메일  s-piidi@naver.com

<소비자 알림 사항>
⓵ 상기“놀이교육지도사”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  
 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⓶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ccdi.kr
mailto:s-piidi@naver.com
http://www.pqi.or.kr


■ 9. 자격증 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