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임기구분 임기 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지원

예산구분 예산 사업 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평생교육원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김성환(2620), 팀장 강효실(2635), 담당자 권태옥(2636)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직업교육 훈련 : 4개과정 운영

    ∙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복귀 지원

  ❍ 사업위치 : 김천시 공단2길 30-22 (김천시 평생교육원)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69,000천원

  ❍ 주요내용 :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간 : 2020. 5. 25~12. 4

    ∙ 교육인원 : 80명

    ∙ 교육과목 : 4개과정

      - 상반기 운영 : 2개과정 (치매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 하반기 운영 : 2개과정 (Auto CAD 실무자 양성과정, 

SNS 여성창업 성공전략)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 비고

2018
·5개 과정 95명 참여, 53명 취업
  - 전산세무 회계과정, 제과제빵 마스터 과정, SW 교육 전문가 과정, 

의료 서비스 행정실무 과정, CS 리더스 콜센터 상담원 과정

2019

·5개 과정 98명 참여, 51명 취업
  - 품질, 생산관리 사무원 양성과정,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 복지 

전문가 양성과정, 세무회계 실무자 양성과정, 도시락&반찬 카페 
경영자 과정, 웹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2020
·실무중심 및 고학력 여성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 운영
  - 치매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Auto CAD 실무자 양성과정, SNS 여성창업 성공전략

2021
·미래산업․청년여성 대상 훈련과정 운영
·창업역량 교육 운영

2022 ·우수 훈련과정 및 미래 유망직종 심화과정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 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C)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483 483 112 99 69 100 100

국비 466 466 112 85 69 100 100

도비

시비 17 17 17

민자

기타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격증 취득 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
   ⇒ 일자리 협력망을 통한 취업관련 최신정보 제공
   ⇒ 구인업체 인사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기대효과
  ❍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우수한 인력양성
  ❍ 지역별, 계층별 특성에 맞춘 직업교육 훈련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