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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퇴직예정자의 인생2막 설계 지원
- 퇴직예정 공무직 등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퇴직 이후 생애
진로설계의 기회제공 및 이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2021년

퇴직예정 공무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정부청사 소속
*

퇴직예정 공무직, 청원경찰 등 약 80명을 대상으로 11. 17.(수) ~
11. 19.(금) 3일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대상자**도 정부

청사관리본부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퇴직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 대통령기록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퇴직예정자

○

올해 서비스는 개인별 직업 적성검사 및 자기탐색을 시작으로,
진로설계서 작성, 이력서 및 면접 전략, 퇴직금 운용과 재테크
방법 등 생애진로설계 과정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특히,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진로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작성내용에 대한 개인별
컨설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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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설계과정 외 내 몸을 위한 약이 되는 음식(Self Medication),
김창옥 아카데미의 김수인 강사 특강(주제 : 소통과 자존감) 등 참여
자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높은 주제도 함께 구성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긍정적인 인생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2막을

장기간 기여한
설계하는데 이번

“앞으로도

퇴직 공무직의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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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계획

붙임

□ 교육개요

○

(대

상 자) 총 87명(’21년 정년퇴직예정 공무직, 촉탁직, 청원경찰 등)

※ 행안부 소속기관(대통령기록관, 국과수, 국정자원) 대상자 포함

○
○

(시기
(과

장소) ‘21. 11. 17. ~ 11. 19. /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정 명) 생애진로설계 과정(3일 18시간)

- 생애진로설계 및 진로설계서 작성, 재무설계, 퇴직 후 행정처리 방법, 특강 등

○
○

(제공방법)

집합(대면) 교육

(이수기준)

16시간 이상

□ 시간계획
날짜

11.17.
(수)

11.18.
(목)

11.19.
(금)

시 간

주 요 내 용

09:00~11:00

[생애설계] i-flower를 통한 인생 2막 방향찾기

김달현 강사

[생애설계] Job Compass 진단을 통한 탐색과 활용

김성주 강사

14:30~16:30

[행정] 4대보험 및 퇴직 후 행정처리 방법

김미애 강사

09:00~11:00

[진로설계] 지금 여기 나를 쓰다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임미혜 강사

[건강] 내 몸을 위한 Self Medication

명혜원 강사

14:30~16:30

[재무] 퇴직금 운용 및 재테크 전략

이재철 강사

09:00~11:00

[행정] 알뜰하게 활용하는 자기계발과 정부지원제도

노율이 강사

[진로설계 연습 및 작성] 진로설계서 작성 실습

김정환 강사

[특강] 소통과 자존감

김수인 강사

11:00~12:00
13:30~14:30

11:00~12:00
13:30~14:30

11:00~12:00
13:30~14:30
14:30~16:30

※ 세부 시간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점심식사 : 12: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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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