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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돕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교육 실시

한국고용정보원, 12일부터31일까지‘2021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관계자역량강화교육’ 운영

청년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턴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12일부터 3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2021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는 청년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과 경력설계를 돕기 위해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청년 취업 지원 체계다.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중심에서 졸업 후 2년
이내졸업생까지필수지원으로확대하고, 일자리발굴매칭및통합상담기능등을강화한것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청년 취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최신
채용 동향 정보와 효과적인 지도 전략 등을 진로·취업 지원 종사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곳의
컨설턴트 및 관계 직원이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교육받을 예정이며, 미참여자를 위한 녹화 영상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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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양질의 진로·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업종별 채용 동향 ▲비대면 채용동향과 취업지도 전략 ▲인공지능(AI)
활용 자기소개서 작성 ▲반도체·제조·제약 업종 취업지도 ▲취업처
발굴 및 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기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사후 인터넷 교육도 제공되니, 대학일자리센터 및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모니터링팀 장사랑 책임연구원(☎043-870-8318)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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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역량강화 교육 개요

교육목적 : 대학일자리(플레스)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컨설턴트 등 관계자 진로취업지원 역량 강화
□ 기
간 : 8월 12일 ~ 9월 30일(예정)
□

대
□ 방
□

* 실시간 화상교육, 사후 온라인 상시수강 가능

상 : 사전 참가 신청을 완료한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및 직원
법 : 실시간 화상교육 및 사후 온라인수강 방식 혼합 제공
*

*9.30.(목)까지 수강 가능

1.실시간 소통형 교육(zoom)
회차

날짜

주제

2.상시
영상교육

주요내용

1회차 8.12.목
(2시간) 10~12시

업종별
채용동향과
취업지도 전략

- 2021 주요 업종별 채용동향
- 주요 업종 이슈와 기업이해를
바탕으로 한 취업지원 전략
- 계열별 채용 이슈 파악
- 업종별 채용동향에따른
컨설턴트의 지도 전략

2회차 8.17.화
(2시간) 10~12시

비대면
채용트렌드와
취업지도 전략

- 기업의 인재채용 경향 변화와
대응전략
- 비대면 채용경향 확산에 따른
역량변화 이해와 대응전략 등

실시간교육
녹화영상을
LMS에 탑재하여
상시 수강
반도체, 제조,
-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가능하도록 운영
반도체, 제조, 제약업종의 주요
4회차 8.24.화 제약업종의 주요
(6종)
직무이해
(2시간) 10~12시
직무이해기반
- 해당 직무이해기반 취업지도
전략
취업지도
- AI채용의 이해
AI 활용
3회차 8.19.목
- AI채용시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이해
(2시간) 10~12시
- AI채용 대응전략 수립
및 컨설팅

5회차 8.26.목
(2시간) 10~12시

취업처 발굴 및
관리

- 기업체 발굴 방법
- 기업체와의 지속적 관계 관리
- 기업체 발굴 후 일경험 및
취업연계 활용과 사후관리

6회차 8.31.화 온라인 프로그램 - 청년참가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온라인(비대면)
(2시간) 10~12시
운영기법
프로그램 운영 방법

- 3 -

붙임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황 (100개소)

※ 대학일자리센터: 검정색(대형), 녹색(소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파란색(대형). 주황색(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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