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희망 제주여성!

도전하세요! 능력 개발을 통한 꿈의 실현!

새롭게 태어나라! 일하는 여성으로

농어촌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삶을 위해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 하겠습니다.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적극 돕겠습니다.

753-8090~1

064)

농어촌형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_새일찾기준비프로그램

IT교육과정_웹디자인포트폴리오과정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

762-1400

06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농어촌형

농어촌형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739-8920~2

064)

여성일자리 상담은

ITQ사무전문가 양성과정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농산물가공 취·창업 전문교육 과정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

서귀포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모든것,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대행서비스

환경개선사업_워킹맘수호천사룸

오시는 길

여성취업 박람회 "새일 만나는 날"

경력개발(코칭) 프로그램 진행

오시는 길

찾아가는 새일센터

내일(JOB)을 만나다!!

오시는 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도내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여성 취·창업 종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內

한라여성새일센터
이중섭미술관

제주여성새일센터

제이제이
하우스

나포리호텔
송산동
주민센터

서귀포수협

서귀포YWCA 內

서귀포여성새일센터
서귀포초등학교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 문의 | Tel. 064)753-8090~1 Fax. 064)753-8092
www.jejuwoman.kr

강창학
종합경기장

1136

디아일랜드
블루호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內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3 서귀포YWCA
| 문의 | Tel. 064)762-1400 Fax. 064)762-1401
www.sgpoywca.or.kr

1544-1199
취·창업 전문 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알선, 직업교육훈련,
면접 컨설팅, 취·창업 사후관리 등 무료 혜택
취업 희망 여성들의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비 및 취업 장려금
지원(총 한도액 300만원)
구인업체 맞춤형 취업알선을 진행하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 사업비도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제주유나이티드 축구장
1132

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내)
| 문의 | Tel. 064)739-8920~2 Fax. 064)739-8923
www.halla1919.com
생활개선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새일센터 064)753-8090~1
서귀포새일센터 064)762-1400
한라(농어촌형)새일센터 064)739-8920~2

일하는 여성의 당당함!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되찾아드립니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지원

개별·집단상담
취업정보제공

직무훈련
새일역량교육

취업연계
인턴십 지원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개별상담

직무훈련

취업연계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개별상담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원이 경력과 학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로상담을 해 드립니다.

전문기술·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새일센터에서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 현황, 경력사항 등을
바탕으로 취업을 연계해 드립니다.
필요시 취업설계사가
면접에 동행해 드립니다.

취업 후에도 직장적응교육,
멘토링 등으로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인턴십 지원

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새일역량교육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직업윤리, 직업의식,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정(5일 이내)을 운영합니다.

취업정보제공
취업정보(여성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일자리 등)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은 센터마다 다양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www.mogef.go.kr)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인턴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인턴급여의 일부(월 60만 원) 지원

여성 취·창업관련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제주·서귀포·한라(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