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모집
인원 과정별 훈련학과(직종)별 정원

동부기술교육원

(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강동구 고덕로 183)

☎ 440-5500

http://dbedu.or.kr

324명 주간 1년

건축인테리어(34), 에너지진단설비과(31), 네트워크(서버)운영관리(32),

실내(가구)디자인(37), 의상디자인(38), 전기계측제어(40), 외식산업(44),

컴퓨터광고디자인(39), 특수용접(29),

396명 야간6개월

건축인테리어(44), 웹서버마스터(44), 보일러(33),

의상디자인(33), 전기공사(44), 조경관리(33), 조리(44),

그린카정비(44), 컴퓨터광고디자인(44), 특수용접(33)

중부기술교육원

(구 한남직업전문학교)

(용산구 한남대로 136)

☎ 361-5800

http://jbedu.or.kr

262명 주간 1년
컴퓨터그래픽디자인(28), 헤어디자인(40), 인테리어디자인(37),

주얼리디자인(42), 패션디자인(39), 피부체형케어(32), 한국의상(44)

363명 야간6개월

컴퓨터그래픽디자인(3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33), 인테리어디자인(33),

조리외식(44), 헤어디자인(44), 주얼리디자인(44), 패션디자인(44),

피부체형케어(44), 한국의상(44)

남부기술교육원

(구 엘림직업전문학교)

(군포시 고산로 589)

☎(031) 390-3920

http://nbedu.or.kr

266명 주간 1년

가구디자인(40), 그린자동차정비1(44), 전기내선공사(34),

외식조리1(30), 웹퍼블리셔디자인(35), 주얼리디자인(37),

피부미용(23), 헤어미용(23)

북부기술교육원

(구 상계직업전문학교)

(노원구덕릉로길70가81)

☎ 2092- 4700

http://bukedu.or.kr

325명 주간 1년

LED광고디자인(32), 신재생그린에너지(39), 공조냉동시스템(39), 미디

어출판디자인(35), 웹프로그래밍(36), 의료전자(35), 자동차컬러디자인

(33), 전기시스템제어(38), 품질비파괴검사(38)

363명 야간6개월

LED전자(33), 신재생그린에너지(33), 그린카정비(33), 미디어출판디자

인(33), 에너지관리(33), 웹디자인(33), 자동차차체정비(33), 자동차

도장(33), 전기내선공사(33), 전기용접(33), 조경관리(3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무료 시민직업교육훈련생 모집

1. 교육원별 모집내용

【정규과정】

【청년희망디딤돌과정】

학 교 명 과정 모집인원 훈련학과(직종)별 정원

동부기술교육원

주간1년

32 그린카정비

28 컴퓨터응용기계

중부기술교육원
36 조리외식

27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남부기술교육원
13 그린자동차정비2

15 외식조리2

북부기술교육원
32 그린카정비

32 자동차차체정비



【단기과정】

과정별 모집인원 교육원별 훈련학과 및 정원

준고 령자과정 500명

동부(건물보수 60명, 조경관리 40명, 조리 30명)
중부(부동산공경매사 30명)
남부(바리스타 80명, 요양보호사 80명)
북부(도배 60명, 조경관리 120명)

여 성 과 정 90명 중부(봉제 30명, 요양보호사 60명)

신 성 장 동 력
산 업 과 정

170명
동부(자산관리사 80명)
중부(관광통역안내사 30명, 컨벤션기획사 30명, 부동산공경매사 30명)

재 직 자 능 력
향 상 과 정

120명
중부(한복산업기사 30명)
북부(자동차정비기능장 30명, 전기기능장 60명)

청 장 년 과 정 420명
동부(화훼장식 80명)
남부(자동차정비 40명, 바리스타 120명, 가구 DIY 40명)
북부(산림관리 60명, 직업상담사 80명)

2. 원서교부․접수․전형 및 합격자 발표

원서 교부 과 정 원서접수 및 기간 면 접 일 자 합격자 발표

․응시 교육원 교학과

․응시 교육원 홈페이지

정규과정
2013.1.7(월) ～

2.15(금)

2013.2.19(화)

～ 2.20(수)
2013. 2. 22(금)

단기과정
단기과정은 각 기술교육원 교학과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3.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 2013. 3. 4～ 2014. 2. 28

○ 정규과정 : 주간(09:00～16:30), 야간(18:30～21:40)

○ 단기과정 : 과정별 기간 및 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원으로 별도 문의

4. 문의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교학과

명  칭 대 표 전 화 홈 페 이 지 QR 명  칭 대 표 전 화 홈 페 이 지 QR

서울특별시 
동부

기술교육원
02-440-5500 www.

dbedu.or.kr
서울특별시 

남부
기술교육원

031-390-3920 www.
nbedu.or.kr

서울특별시 
중부

기술교육원
02-361-5800 www.

jbedu.or.kr
서울특별시 

북부
기술교육원

02-2092-4700 www.
bukedu.or.kr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