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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용산전자상가
(505)

2017년 3월~4월 

교육생 모집

용산에 오면 좋은 일(job)이 생깁니다!
당신의 취업 파트너!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지정

접수 : 2017. 02. 27(월), 09:00부터 선착순 모집

문의 : 교육 (02) 714-9762(~4)

          취업 (070) 4048-6092, 6315

[ 오시는 길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지정

    www.yongsan.seouiwomen.or.kr 

교육 문의 : (02) 714-9762(~4)                                   

취업 상담 : (070) 4048-6092, 6315

·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길 건너편, 마을버스 03번 환승 후 e-편한세상아파트 정류장 하차

·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 마을버스 03번 환승 후 e-편한세상아파트 정류장 하차  

·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 정면방향 도보 10분 (농협-하나로클럽 맞은편 고가 시작부분 골목 20m)

·  지하철 1호선, 중앙선 용산역 3번 출구 용산전자상가 방향 도보 12분 (농협-하나로클럽 맞은편 고가 시작부분 골목 20m)

·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505번 버스 환승 후 용산전자상가 정류장 하차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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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좌명 코드 정원 요일 교육일정 교육시간 수강료 자기부담금

실업자

문서작성실무 A01 15 월~금 03.20~04.14 14:00~18:00 446,320 ★ 실업자내일배움카드

- 일반 : 50% 부담

- 취성패 1 : 무료

- 취성패 2 : 30% 부담

 

★근로자카드

- 비정규직 : 무료

- 정규직 : 20% 부담

포토샵을 활용한 디자인 기초 A02 15 월~금 03.20~04.07 14:00~18:00 315,78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A03 15 월수금 03.20~04.21 14:00~18:00 367,000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실업자의 취업능력향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돕는 내일배움카드계좌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강좌명 코드 정원 요일 교육일정 교육시간 수강료 자기부담금

근로자

컴퓨터 활용능력 2급 B01 15 월수 04.03~05.22 19:00~22:00 223,160

★근로자카드

- 비정규직 : 무료
- 정규직 : 20% 부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10일 이상 과정 

 수강 가능, 문의 요망)

- 일반 : 50% 부담
- 취성패 1 : 무료
- 취성패 2 : 30% 부담

ITQ엑셀 자격증 취득과정 B02 15 화목 03.07~03.21 19:00~22:00 89,270

ITQ한글 자격증 취득과정 B03 15 화목 03.16~03.30 19:00~22:00 89,270

ITQ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과정
B04 15 화목 04.04~04.18 19:00~22:00 89,270

CS교육전문가 양성과정 B05 15 월수 03.20~05.24 19:00~22:00 361,000

포토샵실무(GTQ) B06 15 월수 03.20~05.08 19:00~22:00 211,000

(카드발급신청)HRD-Net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카드 발급) 신청 후 약 1~2주 소요
(카드 수령 및 교육신청) 수령후 훈련기관 교육 신청

(훈련상담) 고용센터 방문, 발급 적합 여부 결정
(카드 발급) 신청 후 약 2~3주 소요
(카드 수령 및 교육신청) 수령후 훈련기관 교육 신청

내일배움카드제  수강신청  안내

교육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신분증, 
내일배움카드 지참 개강 2일전 17:00까지

수강취소 개강 1일전까지(환불 규정 근거하여 지급)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근로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교육생 모집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구분 강좌명 코드 정원 요일 교육일 교육시간 수강료 재료비

원데이
클래스

셀프웨딩 화관 만들기 E01 20 목 03.30 14:00~16:00 5,000 10,000

봄맞이 힐링, 미니정원 그린테이어 E02 20 토 03.25 14:00~16:00 5,000 10,000

아이스브레이킹,오프닝,클로징 기법의 모든 것 E03 15 토 03.25 13:00~17:00 30,000 -

정부창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E04 15 목 03.23 14:00~17:00 20,000 -

원데이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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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좌명 코드 정원 요일 교육일정 교육시간 수강료 재료비

직업교육

미술심리상담사  2급 C01 15 목 03.23~05.25 09:30~13:30 200,000 50,000

커리어코칭 현장실무 C02 15 화 03.21~05.09 14:00~17:00 160,000 -

강사스킬업! 명품 보이스 코칭 C03 15 목 03.23~04.16 14:00~17:00 80,000 -

네이버스토어팜으로 1인  창업 C04 20 화 03.21~05.09 14:00~17:00 100,000 19,800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마케팅 C05 20 목 03.23~05.11 14:00~17:00 100,000 12,600

수납전문가2급 양성과정 C06 20 월 03.27-05.08 14:00~17:00 100,000 20,000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C07 20 월화수 03.20-03.22 14:00~17:00 30,000 8,000

유아발달지도사&

요가2급  자격증반
C08 20 목 03.02-03.23 10:00~13:00 80,000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및 실무)
C09 15 화목 03.07-03.30 14:00~17:00 160,000 120,000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취미생활문화 강좌 운영으로 지역 내 꼭 필요한, 유익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구분 강좌명 코드 정원 요일 교육일정 교육시간 수강료 재료비

생활문화

꽃차 소믈리에 입문 D01 16 수 03.22~04.26 14:00~17:00 100,000 60,000

생활수경 그린테리어 D02 15 월 03.20~04.24 14:00~17:00 80,000 60,000

셀프코칭, 온전한 내가 되는 법 D03 15 수 03.22~04.29 10:00~13:00 80,000 -

나만의 빈티지 가죽 소품 만들기 D04 15 목 03.23~04.27 10:00~13:00 80,000 120,000

천연화장품&비누만들기 D05 15 금 03.24~05.19 14:00~17:00 80,000 홈페이지

핸드메이드 캔들 D06 15 금 03.24~05.19 14:00~17:00 100,000 홈페이지

마인드 힐링 타로카드(초급) D07 10 월 03.06~04.03 14:00~17:00 100,000 55,000

마인드 힐링 타로카드(중급) D08 10 월 04.10-05.01 10:00~13:00 200,000 120,000

초보투자자 실전경매따라잡기 D09 20 화 03.07~03.28 14:00~17:00 40,000 홈페이지

초보투자자 실전주식따라잡기 C10 20 화 03.07~03.28 10:00~13:00 40,000 -

컴퓨터 쌩기초 C11 15 수 03:21-05:23 14:00~16:00 70,000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교육프로그램 검색 →  강좌 확인 및 신청 클릭 →  수강료 납부

    (우리은행 / 1005-101-782750  / 예금주: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 당부사항 : 수강료 입금시 과목코드 및 입금자명 기재 필수  예) A01 홍길동

2. 수강취소 : 교육 1일전까지 가능하며 환불 규정에 따라 반환해드립니다.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반 유료 교육생 모집

일반교육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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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스타 강사 열전! 이 강의 놓치면 후회~

차연희
[현]미래경력개발원 대표

· 예비직업상담사를 위한 강좌

· 검사도구 활용기법

· 구인구직 발굴 및 알선 매칭 기법

· 지원서 클리닉 기법 등

· 면접지도법, 사후관리 및 

  경력개발 관리

· 인터넷 쇼핑목 창업강좌

· 네이버스토어팜과 클라우드

· 아이템 소싱 및 판매 아이템 조사

· 네이버스토어팜 관리

·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 분

· 균형적인 삶을 찾고 싶은 분을 위한

  강좌

· 잠재성을 최대로 발휘하고 싶은 분을 

  위한 강좌

· 미술치료 이해 및 자기치유과정

· 표현기법의 이해와 실제

· 유형별 미술치료 등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강좌

김용금
[현]여성인력개발기관 강사 

박현진
[현]비오리진 대표

이민자
[현]여성인력개발기관 강사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100% 이용 꿀팁

[추천 무료 강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2017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여성! 희망을 잡(job)아라!!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대상 : 취업을 원하는 여성 누구나

▶  내용: 성격유형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이력서 작성법, 취업성공사례 등(총 20h)

▶  일정 : 월~금, 1일 4h

▶  문의 :714-9762(~4), 담당 : 김미정, 한상동

구직자&구인업체 모집

새일여성인턴제 

▶  대상 : 취업을 원하는 여성 누구나

▶  구인업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업체

▶  지원 : 1인당 300만원

▶  문의 : 714~9762(~4), 담당 : 김희영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대        상 :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선착순 30명)

▶  교육 일정 : 2017. 04. 11(화) ~ 04.12(수), 09:30 ~ 18:00

▶  교육 내용 : 창업아이템 선정, 상권분석, 마케팅 노하우,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접수 기간 : 2017. 03. 02(목) ~ 04.05(수), 18:00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이메일(wwworker1@chol.com) 신청

▶  교육 특전 : 본 교육은 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대출 신청시 사전 필수교육임

미술심리상담사 2급셀프코칭! 온전한 내가 되는 법네이버스토어팜으로 1인 창업커리어코칭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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