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2013년도 2단계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4.1 ~ 6.28 (63일)

  ❍ 목표인원 : 4,406명(시본청 495명, 자치구 3,911명)

     ※ 연간 목표인원 14,270명 (시본청 2,270명, 자치구 12,000명)

  ❍ 대상사업 : 정보화 추진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비사업 등

  ❍ 참여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

      ※ 배제대상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 

1.35억원 이상 보유자 사업 참여 배제

  ❍ 근무여건 : 1일 8시간이내 주5일 근무, 1일 임금 39,000원~41,000원

                교통비 3,00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사업별,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1일 6시간 또는 4시간 탄력적으로 근무 가능

  ❍ 참여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기관 모집원원 기관 모집원원
서울시 495 서대문구 180

종로구 100 마포구 180

중구 110 양천구 150

용산구 82 강서구 130

성동구 150 구로구 164

광진구 135 금천구 210

동대문구 125 영등포구 136

중랑구 110 동작구 200

성북구 185 관악구 292

강북구 220 서초구 97

도봉구 230 강남구 200

노원구 135 송파구 90

은평구 180 강동구 120



부    서 사    업    명

자활지원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현장상담 활동/거리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 추진/서울역 거
리노숙인 응급구호  시설(3개소) 운영 지원/은평의마을 중환자 간병/노숙인의 보호시
설 운영지원/양평 소재 쉼터 노숙인 보호/노숙인 의류모집 및 지원/일자리 현장 관리 
및 전산처리, 노숙인  상담 보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종합계획에 따른 자료조사 및  모니터링/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온라인시스템 운영 지원/노인요양시설 현황관리/재가어르신 관련자료 수집  및 정리

건강증진과 금연구역 지킴이
조경과 가로변 띠녹지 조성지 사후관리

소방행정과 한강교량 자살 및 수난사고 예방활동  강화/ 시민안전체험관 안전관리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광암 아리수정수센터 환경정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정수센터(340,000㎡) 환경관리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아리수 생산공정 청결관리/아리수정수센터 녹지 및 조경관리

은평병원
어린이 낮병동 프로그램 진행 보조/재활작업치료 프로그램 수행/의무기록 대
출 및 반납/병동 채혈의 효율화/심리평가 및 정신재활프로그램 진행

서북병원 약품재고관리/수술 위생재료 소독사업/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관리/새벽채혈 및 혈당검사
아동복지센터 보호아동 급식 및 위생지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실습장 조성 및 운영보조/친환경 농업 체험교육장 농장조성 및 운영 보조/시
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보라매공원 공원 환경 정비
서울숲공원 공원환경 정비 및 나무가꾸기 사업
천호공원 쾌적한 공원을 위한 공원 환경 정비

시민의숲공원 울창한 도시숲을 위한 공원 환경 정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환경정비 및 녹지대관리/공원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자료관리

북서울꿈의숲 북서울꿈의숲 등산로(산책로) 정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환경정비사업

성동도로사업소 청내 수목 및 잔디 관리를 위한  조경업무 보조
난지물재생센터 센터내 녹지대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 사례조사∙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지식공유 시스템 운영
시민소통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지원/시민청 ‘함께지기’ 운영
시민봉사담당관 국제 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신고처리 업무 지원

뉴미디어담당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정모니터  운영/WOW서울 사진자료 재정비 작
업/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센터(SMC) 운영/여론조사DB 통합화 사업

법무담당관 소송기록카드 전산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가출 및 성매매  예방 지원사업

출산육아담당관 보육정보센터 녹색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 
아동청소년담당관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도
정보시스템담당관 상용소프트웨어 보급 및 설치사업/헬프데스크 상담운영 지원

경제정책과
서울인쇄센터 정보화 및 홍보 운영사업/경제진흥실 홈페이지(트위터, 블로그)  관
련 업무/출연기관 공공시설물개보수사업/현장밀착형 봉제인력 양성지원 사업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 중소기업 유통업체 현황조사 지원
민생경제과 도시농업 실적관리 및 현장점검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신고수리 업무, 공공근로 청년  특화사업 업무 지원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붙 임 2
                                                             

서울시 2단계 공공근로 대상사업 목록  



부    서 사    업    명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사업 자료정리 및 인권침해카페 모니터링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리사업 지원

동물보호과 사료성분 등록 관련 자료입력
보행자전거과 새로운 자전거문화교육 사업/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자전거 도로 관리 및 청소
교통운영과 교통신호등 고장신고 접수 및 자료정리/도로표지 현황조사 및 자료 관리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운행횟수 심사 보조업무
교통지도과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모니터링
환경정책과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산업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대민시설 운영지원 

한양도성도감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방문객  및 민원 안내)
디자인정책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산업여건 현황조사/건축물 미술작품 등 예술조형물 관리
공공디자인과 불편 공공디자인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시

관광정책과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실시/서울 Attractions 개발, 운영/관광숙
박시설, 관광안내소 등 관광객  수용태세 현황조사/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광사업과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워드, 정보처리등 컴퓨터 사용 가능자/관광 홍보물 배포
총무과 청사내 자판기 운영관리(보조)/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지원
재무과 공공구매 실적관리 및 자료분석

자산관리과 재산관련 구문서 자료이관
38세금징수과 지방세체납징수활동사업지원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성과평가 연구 지원/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지원
도시안전과 서울시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
재생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부 전산화 작업
산지방재과 산지방재관련 홍콩 GEO 자료번역

도시기반본부
사업추진 현황 책자 인쇄 및 배부 보조/우편물 접수 및 기타업무 지원/One-PMIS(통합건
설관리시스템)  통계관리/토목사업 추진 자료정리/회계관계서류 편철 및 기타 업무보조 

상수도연구원 
상수도계통 중 신종물질  조사한강 상수원수의 신종  병원성 미생물 검사/소
독부산물 저감방안 연구/배수지 내부 코팅제의 위생안전성 비교 평가 연구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시민참여 활동 지원/한강 환경관리, 안내센터 운영 보조

보건환경연구원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검사/약품의 품질검사 강화/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품질검사 강화/이동측
정 차량을 이용한 소음진동  모니터링사업/안전성 확보를 위한 먹는물 정밀분석/한강의 수상레
저활동 적정성 평가  모니터링 사업/서울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유
통 한약재 안전성 검사/약용작물의 잔류농약 분석법 연구/유통 식품원료한약재 모니터링 사업

한성백제박물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사업/한성백제박물관 정보자료실 및 교육프로그
램 운영보조/한성백제박물관 조경 녹지 시설 관리/한성백제박물관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홈페이지 자료구축 및 점검/서울시정 미래유산 수집 자료 정리 사업/
청계천 문화관 연계 및 나눔학교 교육프로그램 /청계천문화관 아카이브(자료) 
정리/박물관 어린이학습실 운영 지원/박물관 이용객 관람서비스 지원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도서정리 및 민원안내

서울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기획 전시/천경자 상설전시장 운영 지원/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
램운영/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아카이브 구축  지원/시민미술아카데미 운
영/찾아가는 미술감상 교실/시립미술관 홍보강화/창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미술관 자료실자료 장비 및 DB구축 /소장작품 보존관리 전산화작업 및  자료정리

서울대공원
특수사료 생산 및 사료배분 공급 운영/동물사육 및 동물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물사육 및 동물전시장 관리/동물병원 전산화사업

의회사무처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정업무 보조/서울시의회 자료실 DB구축 및 자료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