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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정부공공기관 운영 일자리
정보망

워크넷 http://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용정보 시스템

정부공공기관 운영 일자리
정보망

E-새일 시스템 http://saeil.mogef.go.kr
여성가족부, 여성 취업 지원 서

비스 제공

정부공공기관 운영 일자리
정보망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공무원인사교류센터, 채용정보

정부공공기관 운영 일자리
정보망

잡알리오 http://job.alio.go.kr 공공기관 채용 정보 사이트

정부공공기관 운영 일자리
정보망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제대군인 사회복귀, 취업&창업

지원 정보

정부공공기관 운영 일자리
정보망

워크투게더 http://www.worktogether.or.kr
장애인 고용 사이트, 장애인 구

인구직 관련 정보

정부공공기관 운영 일자리
정보망

전라남도일자리통합
정보망

http://job.jeonnam.go.kr
구인구직, 교육훈련, 일자리지

원 정보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잡코리아 http://www.jobkorea.co.kr 취업정보 전문업체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사람인 http://www.saramin.co.kr 취업정보 전문업체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커리어 http://career.co.kr 취업정보 전문업체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알바몬 http://www.albamon.com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알바천국 http://www.alba.co.kr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파인드잡 http://findjob.co.kr
시간 선택제 일자리, 중장년/여

성/아르바이트 등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인재육성중소기업 http://sme-hrd.or.kr
중소기업 및 채용정보 소개 정

보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스카우트 http://www.scout.co.kr 취업정보 전문업체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벼룩시장 http://www.findall.co.kr 지역별 구인구직

일자리·경제 > 취업 > 취업정보 > 취업정보연계취업정보연계

취업정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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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벼룩시장 http://www.findall.co.kr 지역별 구인구직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유달정보잡 http://iyudal.com/job 지역별 구인구직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목포교차로잡 http://work.dacgle.com 지역별 구인구직

민간 운영 일자리 종합 정
보망

목포사랑방잡 http://work.mpsrb.com 지역별 구인구직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직업별 일자리정보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비서직 한국비서협회 http://www.kaap.org
비서 능력개발 프로그램 및 교육과

정 안내

재무/회계/세무 어카운팅피플 http://www.accountingpeople.co.kr
회계전문 취업사이트, 경리전문 취

업사이트

재무/회계/세무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한국 세무사 제도, 세무뉴스,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 안내

광고/홍보/마케팅/TM 광고정보센터 http://www.adic.co.kr
광고 및 문헌 자료 수록, 광고계동

향, 업계 소식

광고/홍보/마케팅/TM
청년희망아카데
미,텔레잡

http://telejob.co.kr
텔레마케터 취업, TM요원 구인구

직 정보 제공

기술직(건축, 토목, 기
계, 전자)

건설워커 http://www.worker.co.kr 건설 부동산 취업정보 전문 사이트

기술직(건축, 토목, 기
계, 전자)

콘잡 http://conjob.co.kr 건설분야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

기술직(건축, 토목, 기
계, 전자)

알앤디잡 http://www.rndjob.or.kr 이공계 취업 전문 사이트

기술직(건축, 토목, 기
계, 전자)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http://www.kmcca.or.kr
기계설비, 가스시설 시공 법정단
체, 협회소개, 건설정보 등

IT 게임잡 http://www.gamejob.co.kr 게임분야 취업 전문 사이트

매스컴/미디어 미디어잡 http://www.mediajob.co.kr 매스컴 분야 취업포털

매스컴/미디어 크랙앤리버 http://www.mediadb.co.kr
광고/출판/IT/WEB/GaME, 방송영

상 등 체용정보 제공

출판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www.kpa21.or.kr
출판협회 소개, 독서 지도교사 세

미나, 저작권 상담 등

디자이너(패션,웹,출
판)

디자이너잡 http://www.designerjob.co.kr 디자인분야 전문 취업포털

디자이너(패션,웹,출
판)

다지인잡 http://www.designjob.co.kr 디자인분야 취업 전문 사이트

섬류/의류(MD디자이
너)

패션워크 http://www.fashionwork.co.kr
패션 전문 사이트, 디자이너, MD,

샵마스터 취업 등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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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샵마스터 취업 등

섬류/의류(MD디자이
너)

패션스카우트 http://www.fashionscout.co.kr
패션분야 취업 리쿠르팅 전문 사이

트

무역 트레이드인 http://www.tradein.co.kr 무역 취업정보 전문업체

외국계기업 피플앤잡 http://www.peoplenjob.com
외국계기업 채용 전문 사이트, 헤

드헌팅, 해외근무 등

교육/학원(교사,강사) 훈장마을 http://www.hungang.com 학원강사 구인구직

교육/학원(교사,강사) ESL KOREA http://www.eslkorea.net 외국어강사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

교육/학원(교사,강사) 강사닷컴 http://www.gangsa.com 학원강사 구인구직

병의원 메디잡 http://www.medijob.cc 병원 취업전문

병의원 널스잡 http://www.nursejob.co.kr 간호사 구인구직 사이트

병의원 메디컬잡 http://www.medicaljob.co.kr 의료취업 전문 포털

병의원 덴탈잡 http://www.dentaljob.co.kr/ 치과 전문 취업정보 사이트

병의원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소개, 시도간호사회,

간호정책 등

병의원
대한물리치료사협

회
http://www.kpta.co.kr

물리치료 정의, 물리치료사 면허취
득과정, 구인구직 등

병의원
대한치과기공사협

회
http://www.kdtech.or.kr

협회소개, 치과기보, 학술자료, 치
과기공안내, 구인구직 등

병의원
대한치과위생사협

회
http://www.kdha.or.kr

보수교육제도 규정, 면제신청서,
취위협보 및 논문목록 제공

병의원 간호잡 http://www.ganhojob.com 의료취업 정보 전문업체

병의원
대한병원행관리자

협회
http://www.kcha.or.kr

협회소개, 시도회 , 병원행정사, 해
외연수, 학술논문 등

시설관리
대한주택관리사협

회
http://www.khma.org

협회소개, 관련법령, 장기수선계
획, 공제사업단, 이행공제 등

시설관리 시설잡 http://www.sisuljob.com 시설관리 협회 사이트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http://www.welfare.net

사회복지 기술개발, 평론, 만화, 취
업정보, 사회복지사 정보 등

환경분야 ECO JOB http://www.ecojob.re.kr 환경분야 취업 포털

판매 샵마넷 http://www.shopma.net 판매직 전문 취업 사이트

선원/해기사
한국선원복지고용

센터
https://www.koswec.or.kr 신규선원양성사이트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직업훈련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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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

HRD-NET(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직업훈련에 관한 제반 정보 온라인 제

공

직업
훈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http://www.ncs.go.kr
기초직업능력, 활용, 분류별 검색 등

안내

직업
훈련

한국폴리텍 대학 http://www.kopo.ac.kr 직업교육 훈련 기관

직업
훈련

경기도 평생 학습 e-배움터 홈런 http://www.homelearn.go.kr
무료 온라인 직업 및 자격교육(무료

직업훈련)

직업
훈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OER 서비스

http://prime.knou.ac.kr
생애설계무료온라인교육(무료 직업

훈련)

직업
훈련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cyber.coti.go.kr
공직이해무료온라인교육(무료 직업

훈련)

직업
훈련

산림청 산림교육원 http://www.forest.go.kr 산림청 무료교육안내(무료 직업훈련)

직업
훈련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http://hrd.rda.go.kr
귀농관련무료온라인교육(무료 직업

훈련)

직업
훈련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http://www.vocation.or.kr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국비무료교육

안내(무료 직업훈련)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자격증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자격증 정보 큐넷(Q-NET) http://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국가지격시험 안내

자격증 정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민간 자격 제도 안내

유용한 정보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무료강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

MOOC
http://www.kmooc.kr/ 대학공개무료강의

무료강의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15

분)
http://www.youtube.com/user/cbs15min 무료공개강의

무료강의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index.do 무료온라인창업교육

무료직무적합성
검사

에이치알 멘토스 http://www.hrmentors.co.kr 무료직무적합성검사

기업 분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
http://dart.fss.or.kr 기업정보분석

기업 분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소기업분석

기업 분석 워크넷 통합기업정보검색 http://www.work.go.kr 기업정보분석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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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글한글 아름답게 http://hangeul.naver.com/document.nhn
각종 문서 서식 (입사지

원서식 등)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해외취업정보

분야별 사이트명 접속URL 비고

해외 취업
정보

월드잡플러스 http://www.worldjob.or.kr 정부 청년해외진출 통합 포털

해외 취업
정보

KOICa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

http://job.koica.go.kr 개발 협력분야 전문 취업지원기관

해외 취업
정보

오제이티코리아 http://www.ojtkorea.com
일본IT취업 전문업체, SI업체취업, 연수

모집 등 일본취업

해외 취업
정보

월드잡 http://www.worldjob.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해외진출

사업안내, 채용정보

해외 취업
정보

KOtra http://www.kotra.or.kr 해외취창업관련 정보

해외 취업
정보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해외활동정보

해외 취업
정보

KOtra와 함께 해외 인턴
취,창업

http://cafe.naver.com/kotrajobinfo 해외인턴취창업 정보

해외 취업
정보

국립국제교육원(NIIED) http://www.niied.go.kr 국제교류유학정보

해외 취업
정보

한국무역협회(KITa.NET) http://www.kita.net 해외취업관련 정보

해외 취업
정보

해외건설인재정보 http://job.icak.or.kr 해외건설취업정보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http://hangeul.naver.com/document.nhn
http://www.worldjob.or.kr/
http://job.koica.go.kr/
http://www.ojtkorea.com/
http://www.worldjob.or.kr/
http://www.kotra.or.kr/
http://www.koica.go.kr/
http://cafe.naver.com/kotrajobinfo
http://www.niied.go.kr/
http://www.kita.net/
http://job.icak.or.kr/



	목차
	취업정보연계
	일자리정보
	직업별 일자리정보
	직업훈련
	자격증
	유용한 정보
	해외취업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