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 책자표지

□ 책자 구성

  - 목차

   ○ 나에게 꼭 만즌 일자리는 어디 있나요?

      내일찾기 성향 테스트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

      나에게 꼭 필요한 직업훈련

   ○ 창업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창업교육

      창업보육

      창업자금

   ○ 희망서울 일자리동향은?    

      총론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부록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사업

      서울지역 취업지원센터 현황



□ 공공일자리 목록

번호 일자리명 번호 일자리명

1 여성인턴십프로그램 49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2 아이돌봄 50 청춘극장근무자
3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 51 국악예술강사
4 보육도우미 52 시립미술관 인턴사원
5 비담임교사 53 공공도서관업무 지원인력
6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54 학교도서관업무 지원인력
7 서울형어린이집 방문간호사 55 대학패션위크 인턴십
8 아동복지교사 56 문화재 경비인력
9 여성가족시 종사자 57 생활체육지도사
10 통계정보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58 관광안내소 통역요원
11 공공근로 59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사
12 지역공동체일자리 60 잠실운동장 조경관리사
13 청소년 진로정보 제공사업 61 서울성곽 경관조명 관리원
14 사회적기업 일자리 62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1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63 이관기록물 정리 및 목록전산화 업무지원
16 마을기업일자리 64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지원
17 중소기업인턴십 65 학교보안관
18 무역서포터즈 66 방과후학교 행정보조
19 시니어인턴십 67 중학교 전문심리 상담사
20 4대도시형 제조업인턴십 68 중랑물재생센터 녹지, 차집관거 시설관리원
21 서울나눔일자리 69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22 지역사회서비스사업 70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상담원
23 비수급 빈곤층 일자리 71 대학생주택관리원 
24 성수종합사회복지관 72 주거복지상담 전문요원
25 노인일자리 73 동네숲 가꾸기 요원
26 서울형노인일자리 74 옥상녹화 모니터링
27 시니어클럽 75 시민녹화교실강사
28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76 그린크러스트운동을 통한 도시녹화강사
29 데이케어센터 77 취약계층대상 도시숲 자원화 인력
30 재가노인지원센터 78 산림병해충방제 인력
31 장애인일자리 79 산림서비스
32 장애아가족 양육 8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 중대형직업재활시설 운영 81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원
34 장애인활동보조인 82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원
35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일자리 8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원
36 노숙인일자리 84 서울대공원 시설 관리원
37 노숙인 특별자활 85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도우미 86 119구급대원 대체인력
39 자활근로사업 87 저소득층주택 기초소방시설  치인력
40 가사방문간병 도우미 88 아리수 품질확인제
4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근무자 89 소형물탱크 직결전환 및 철거요원
42 아이존 근무자 90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자
43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91 스마트폰 비즈니스 체계 구축사업 개발자
44 금연구역지킴이 92 한강공원 전망쉼터 경비요원
45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93 한강수상청소원
46 시내버스 운행 실태 점검원 94 한강공원 녹지관리원
47 교통단속 시간제계약직 95 하천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48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