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취업을 부탁해!!! 







특성화 고교생, 
경력단절 여성 

2013년 
90%(103명)차지 

2014년 
100%(172명)차지 

2013 2014 

510명 

561명 

인재양성교육 

년 년 2013 2014 

115명 

172명 

일자리 창출 

년 년 



1. 기업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어요! 



단순사무만 수행하는 것 싫어요 

A사 중소기업 사장님 

B사 부장님 

현지 사정에 능통하고 외국어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 새로운 인재양성은? 



회사 명성 일할 사람 

저임금 지불 

4년제 
대학생 

중소기업 

고임금 요구 

전문대학생을 교육하자! 

그럼, 외국어도 잘하고 현지 사정도 능통한 자는 누
구?? 

내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있다!  

⇒ 전문대학생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FTA인재로 만들자! 



FTA 파급효과에 따른 인력시장의 변화, 
FTA 인재 양성프로그램 등 설명회 실시 

2 

  수도권 내 국제통상계열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선정 1 

   설명회 이후 수 차례 대학 직접 방문 3 

그 결과 



배화여대와 MOU체결! 

배화여대에서는 
FTA시대 도래에 따른 인력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서울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MOU체결! (2015. 2. 25.) 



경인여자대학, 김포대학도 동참 



국내유일의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시 글로벌 센터를 타켓! 

글로벌센터 
FTA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기: 2015년 3월~4월 
-교육시간: 24시간 
-수강인원: 50명 

11월결 국내거주 외국인대상 
Job-Matching 행사 실시 예정! 



3. 난관을 뚫었습니다! 



 구인업체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만 엄습..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 
  

전문대학생, 외국 주민 교육을 시켰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전문대학생 대상 취업박람회부터  
먼저 시작하자!!! 



그러나.. 취업박람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3주가 지나도록 
참여 신청업체는 6개 업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취업박람회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유관기관과 협조하자!!! 



서울세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구인업체모집, 
일자리 창출행사 예산지원, 

취업 컨설팅관 운영 FTA 전문인력양성과정 
및 일자리 창출행사 주관 

이력서 작성, 면접교육, 
업체 청년인턴제 등  

지원제 소개, 컨설팅관 운영 
취업박람회 최대규모인 

30여개 구인업체를 모으다! 

결과 



4. 이번에도 이뤄냈습니다! 



<2015. 4. 22.> 



468명 

93명 

2014. 6. 

고교생 

경단여성 
414명 

175명 

104명 

56명 

2015. 6. 

고교생 

경단여성 

전문대생 

외국인 

인력 양성 대상의 다양화! 



전문대학생 일자리 창출 

30명 74명 

전체 일자리 창출 실적 

◆ 전체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취업대상 다양화 
    - 작년 동기 대비 76% 증가(‘15. 6월 기준) 
    - 특성화고교생(34명), 전문대학생(30명), 경단여성(10명) 



예비 구직자 특성화고 재학생 180여명 참관인으로 참여!! 

모의 면접 실시 컨설팅관 체험 



    중소기업의 구인수요에 부응한 FTA인력 공급 
     ▷ 중국과 FTA 발효대비 및 다양한 구인 수요 충족 

   고난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서울시글로벌센터 

     인재양성 및 취업박람회 사업 내실화 
     ▷ 전문대학생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교육 
     ▷ 고교 재학생 참관인 참여 모의면접, 컨설팅관 활용 





2015. 6. 25. FTA인재 Job-Matching Day 



9월 4일 

정부 합동 고졸 
취업박람회 

9월 중순 

특성화고 고졸 
취업박람회 

11월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잡매칭 행사 

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