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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1. ’15년 일자리창출 핵심 전략

주요전략 추진배경 내    용

기업사랑 운동 추진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

○ 분야별 투자유치 T/F팀 운영으로 적극적  

   기업 유치활동 전개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 자금난해소

○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민원처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근로자복지증진

 산단중심의 

지역노사민정고용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근로자 복지증진

○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다각  

   적인 방안 마련

○ 근로자의 날 한마음행사 지원

○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 

○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농업과 산단이 공존하는 

지역여건에 맞는 

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 

직종간 미스매치 해소

및 구직자의 직업능력 

다양화

 ○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직무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 농촌지역 로컬푸드 활용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반마련 및 창업 확대

 ○ 대불국가산단에 적합한 조선 다기능인력 

양성으로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협력사 및  

주요 기업체 취업지원

일하기 좋은 산단조성

대불산단의 

혁신산단사업 추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일하기 좋은 산단기반 

마련

 ○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 산학융합센터 및 해양플렌트연구센터를 

    통한 지역특화인력 양성

 ○ 근로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 산단내 녹지공간, 주차장 조성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

영암 동부지역 

공단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도모 및 

농촌지역 신규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 중심의 식품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일원

○ 면  적 : 116,311㎡

○ 사업비 : 8,700백만원

○ 분양 및 입주 :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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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여건

3. 공통 일자리 목표

(단위 : %, 명)

‘15년 동향

공

통

인구(명) 및
인구구성

○ 영암군의 총 인구는 58,852명이며, 남자 30,029명, 여자 28,823

명으로 남자 인구비율이 더 높음

○ 14세 이하 인구는 영암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

소하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3,315명으로 22.4%에 달해 고령화현

상이 뚜렷함

예산(백만원)
국비 (광역)시도비 (기초)시군구비

106,311(30.6%) 19,712(5.6%) 220,814(63.8%)

일자리예산
(백만원)

국비 (광역)시도비 (기초)시군구비

9,537(36.8%) 2,360(9.1%) 13,988(54%)

고

용

영암군의 산업별 종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조선업 침체를 반

영한 듯 전체 고용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69.9%임

산
업

1차산업은 38%, 2차산업은 36%, 3차산업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의 인구

로는 21,172명으로 전체인구에 36%를 차지하고 있음

‘14년 일자리 실적 ‘15년 일자리 목표 증감(률)

고용률
(15세-64세) 69.9 70.5 0.6

15세 이상 65.1 66.8 1.7

취업자 수(15세 이상) 30,900 31,810 2.9

상용근로자 수 10,100 11,100 9.9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5,128 26,1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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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문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건)

5.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일 시 내 용 비 고

‘14.11.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반영

‘15. 1.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의견수렴 11읍면

‘15. 3.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전남발전연구소 
김진아 교수

‘15. 3. 직접지원 일자리사업추진 계획수립 실과소 읍면

‘15. 3~6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워크샵 참석 및 업무역량강화 투자유치과

분기별 산단 경영자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산단경영자협의회

분기별 노사민정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15년 목표
예산(백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총계 4,024 9,537 2,360 13,988 25,886

정부
부문

소계 3,224 7,074 2,184 5,927 15,186

직접일자리창출 2,524 6,517 2,124 5,656 14,297

직업능력개발훈련 200 310 - 138 448

고용서비스 400 - - 22 22

고용장려금 5 - 21 21 42

창업지원 45 234 39 88 36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 - - -

일자리 인프라 구축 50 13 - 2 15

민간
부문

소계 800 2,463 176 8,061 10,700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800 2,463 176 8,061 10,700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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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 여건 분석

1. 지리적 특성

□ 위치 및 면적

❍ 영암군은 국토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서로는 목포시․무안군, 북으로는 

나주시, 동으로는 장흥군․화순군, 남으로는 해남군․강진군과 접해   

있으며 서부지역이 영산강과 인접해 있다.

❍ 면적은 601.6km2임

❍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서울특별시까지 413㎞, 광주광역시까지 54㎞,

목포시까지 38㎞, 나주시까지는 25㎞의 거리에 위치한다.

□ 지형 및 지세

❍ 군의 남쪽에 위치한 월출산 천황봉(809m)을 최고봉으로 하여 사자봉

(408m), 국사봉(613m), 흑석산(650m), 주지봉(491m) 등이 주요 봉우리를 이룸.

❍ 하천과 바다의 퇴적으로 이루어진 평야는 송평평야, 지남평야 등이

있으며 군의 전체적인 지형은 동남부가 높고 서북부지역이 낮음.

□ 하  천

❍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을 포함하여 총 153개소, 총 연장은 약    

385.66㎞에 이르고, 크고 작은 호수 및 저수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주요

저수지로는 성양제, 학파제, 쌍정제가 있음.

 [표 1] 영암군 하천현황

                                                              (단위:km)

구분 개소수 하천연장
미 포 장

정비율(%)
대상 정비 미정비

계 153 496.55 526.56 234.27 292.297 44.49

국가하천 1 132.51 132.51 32.15 100.36 24.26

1급하천 19 149.96 70.84 31.90 38.94 45.03

소하천 133 214.08 323.21 170.22 152.99 52.67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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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 및 교통여건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의 40%가 임야이며,

답이 26.7%, 전이 10%임

 [표 2] 영암군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구분 계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면적 603.5 13.95 60.29 161 229.48 138.78

구성비 100.0% 2.3% 10% 26.7% 38.4% 22.6%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4년)

❍ 용도별 토지이용현황은 비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88.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0.1%, 공업지역이 2.4%임

[표 3] 영암군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분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미지정 포함)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595.44 7.38 0.98 14.66 42.67 529.75

구성비 100% 1.2% 0.1% 2.4% 7.1% 89.2%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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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현황

❍ 도로 현황은 총연장 411㎞임

❍ 도로의 대부분은 지방도이며, 포장률은 78.8%임

[표 4] 영암군 도로현황

                                                              (단위:m)

구분 총연장 포장 미포장(미개설) 포장률(%)

계 411,270 324,110 50,500 78.8%

고속도로 15,640 - - 100%

국도 63,680 63,680 - 100%

지방도 173,350 129,830 26,200 74.9%

군도 158,600 130,600 24,300 82.3%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4년)

2. 인구변화 및 구조

□ 전국대비 인구규모

❍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58,852명으로 전라남도 인구 1,907,172명의 3%

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유출이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편임

                 【표】영암군 주민등록인구 현황(2014년)

                                                       (단위 : 천명, %)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구 분

인  구  수

비고
계 남 여

비 율

전  국 51,141 25,588 25,553 50

전라남도 1,907 953 954 50

영암군 58 30 2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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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영암군의 총 인구는 58,852명이며 남자 30,029명, 여자 28,823명으로 

남자 인구비율이 더 높음.

【표】영암군 성별 ,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시도별 성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증감률
(‘09~’13) 비중

합 계

계 60 60 60 60 59 -1.4% 100.0 

남자 30 31  31  31  30  -2.0% 50.9 

여자 29 29  29  29  29  0.0% 49.1 

14세 이하

계 10 9  9  9  8  -12.5% 15.0 

남자 5 5  5  5  4  -20.0% 7.7 

여자 5 4  4  4  4  -5.0% 7.3 

15 ~ 29세

계 10 10  10  10  9  -8.9% 16.0 

남자 6 5  5  5  5  -4.0% 8.7 

여자 5 5  5  5  4  -20.0% 7.3 

30 ~ 39세

계 8 8  8  8  8  0.0% 13.7 

남자 5 5  5  5  5  0.0% 7.9 

여자 4 4  4  4  3  -26.7% 5.8 

40 ~ 49세

계 9 9  9  9  9  0.0% 14.7 

남자 5 5  5  5  5  0.0% 8.7 

여자 4 4  4  4  4  0.0% 6.1 

50 ~ 59세

계 7 8  8  8  9  11.1% 13.5 

남자 4 4  4  4  5  16.0% 7.1 

여자 4 4  4  4  4  0.0% 6.4 

60세 이상

계 16 16  16  16  16  0.0% 27.0 

남자 6 6  6  6  7  11.4% 10.8 

여자 9 10  10  10  10  2.0% 16.1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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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영암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21%, 2011년 21.1%, 2012년 21.6%, 2013년 22%, 2014년 

22.4%로 지난 5년간 점점 증가하고 있음

  【표】영암군 65세 이상 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시도별 성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증감률
(‘09~’13)

전체인구 계 60 60 60 59 58 -1.4%

65세 이상
인구 12.6 12.7 13 13 13 2.0%

비중 21 21.1 21.6 22 22.4 3.4%

자료 :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 인구추계 변화 추이

❍ 전라남도 장래인구 추이를 보면 전체인구가 2018년까지 꾸준히 감  

소하고 특히, 50세 미만의 인구는 전체감소율에 비해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고 50세 이상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표】 전라남도 성별·연령별 장래인구추이

(단위 : 천명, %)

자료 : KOSIS 연령별 추계인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천명) 1,756 1,754 1,752 1,749 1,746

성 별(%)
남 868(49.4%) 868(49.4%) 868(49.5%) 868(49.6%) 868(49.7%)

여 888(50.5%) 885(50.5%) 883(50.3%) 880(50.3%) 878(50.2%)

연령별(%)

19세이하 351(19.9%) 337(19.2%) 324(18.4%) 312(17.8%) 301(17.2%)

15~29세 172(9.7%) 182(10.3%) 191(10.9%) 197(11.2%) 200(11.4%)

30~39세 192(10.9%) 186(10.6%) 179(10.2%) 174(9.9%) 170(9.7%)

40~49세 261(14.8%) 256(14.5%) 251(14.3%) 246(14.0%) 241(13.8%)

50~59세 281(16.0%) 285(16.2%) 288(16.4%) 290(16.5%) 290(16.6%)

60세이상 496(28.2%) 506(28.8%) 516(29.4%) 528(30.1%) 5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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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

  □ 지역 내 총생산(GRDP) 추이

❍ 영암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3,782십억원으로 전라남도 지역 내 총 생산

62,321십억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영암군의 1인당 생산액은 만원으로 전라남도의 1인당 생산액 두배   

가까운 수준임

  □ 지역총생산(GRDP) 추이

❍ 영암군의 지역 내 총생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생산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영암군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평균증감률
(‘09~’11)

전라남도
GRDP(십억원) 51,048 58,750 62,321 7.9

1인당 생산액(만원) 2,667 3,062 3,258 8.1

영암군
GRDP(십억원) 3,101 3,595 3,782 7.7

1인당 생산액(만원) 5,182 5,983 6,289 7.5

자료 : KOSIS 시군구 GRDP

  □ 산업별 총생산액

❍ 영암군의 지역 내 총생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생산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3년간 평균 증가률은 GRDP가 7.7% 1인당생산액이 7.5%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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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암군 산업별 총생산액 현황 및 변화추이

                                                (단위 : 십억원, 당해연도기준)

자료 : KOSIS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 산업별 사업체 현황

❍ 영암군의 산업별 사업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경제활동별 2009 2010 2011

전체
3,101 3,595 3,782

100% 100% 100%

농림어업
213 239 255

6.9% 6.6% 6.7%

광업
4 5 2

0.1% 0.1% 0.1%

제조업
1649 2056 2168

53.2% 57.2% 57.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8 1

0.3% 0.2% 0.0%

건설업
208 159 193

6.7% 4.4% 5.1%

도매 및 소매업
28 30 36

0.9% 0.8% 1.0%

운수업
36 57 51

1.2% 1.6% 1.3%

숙박 및 음식업
12 11 14

0.4% 0.3% 0.4%

정보 및 통신업
13 14 13

0.4% 0.4% 0.3%

금융 및 보험업
20 20 21

0.6% 0.6% 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7 55 57

1.8% 1.5% 1.5%

사업서비스업
18 17 10

0.6% 0.5% 0.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37 248 261
7.6% 6.9% 6.9%

교육서비스업
109 119 118
3.5% 3.3%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5 51 51
1.5% 1.4% 1.3%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26 33 34

0.8%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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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암군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4년)

경제활동별 2010 2011 2012 2013

전체
3,167 3,427 3,723 3,933

100% 100% 100% 100%

농림어업
18 14 15 17

0.6% 0.4% 0.4% 0.4%

광업
4 3 3 3

0.1% 0.1% 0.1% 0.07%

제조업
463 574 623 695

14.6% 16.7% 16.7% 17.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4 8 8

0.1% 0.1% 0.2% 0.2%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10 10 16

0.3% 0.3% 0.3% 0.4%

건설업
101 121 131 182

3.2% 3.5% 3.5% 4.6%

도매 및 소매업
830 825 865 909

26.2% 24.1% 23.2% 23.1%

운수업
172 230 323 328

5.4% 6.7% 8.7% 8.3%

숙박 및 음식업
646 704 787 795

20.4% 20.5% 21.1% 2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17 18 17

0.5% 0.5% 0.5% 0.4%

금융 및 보험업
44 46 48 47

1.4% 1.3% 1.3%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 22 28 28

0.7% 0.6% 0.8% 0.7%

교육서비스업
140 145 144 137
4.4% 4.2% 3.9% 3.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9 40 39 39
1.2% 1.2% 1.0%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8 124 129 145

3.7% 3.6% 3.5%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4 75 81 84

2.3% 2.2% 2.2% 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418 415 410 483

13.2% 12.1% 11.0% 12.2%



- 14 -

 □ 산업별 종사자 현황

❍ 영암군의 산업별 종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이

전체 산업별종사자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율이 높음 

【표】영암군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4년)

경제활동별 2010 2011 2012 2013

전체
27,849 31,272 31,225 33,985
100% 100% 100% 100%

농림어업
185 168 164 167
0.7% 0.5% 0.5% 0.5%

광업
38 35 48 56

0.1% 0.1% 0.2% 0.2%

제조업
15,716 18,180 17,564 19,386
56.4% 58.1% 56.2% 57.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7 102 113 112
0.3% 0.3% 0.4% 0.3%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84 77 78 94
0.3% 0.2% 0.2% 0.3%

건설업
1,050 1,596 1,814 1,606
3.8% 5.1% 5.8% 4.7%

도매 및 소매업
1933 1971 2120 2,248
6.9% 6.3% 6.8% 6.6%

운수업
942 711 811 1,242
3.4% 2.3% 2.6% 3.6%

숙박 및 음식업
1,444 1,765 1,974 1,964
5.2% 5.6% 6.3% 5.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3 151 160 125
0.6% 0.5% 0.5% 0.3%

금융 및 보험업
396 473 456 470
1.4% 1.5% 1.5% 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64 72 67 60

0.2% 0.2% 0.2% 0.2%

교육서비스업
1,692 1,768 1,881 1,876
6.1% 5.7% 6.0% 5.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53 1047 967 986
4.5% 3.3% 3.1%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28 1240 1228 1,591
4.4% 4.0% 3.9% 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0 400 446 469
1.4% 1.3% 1.4%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787 764 764 1,533
2.8% 2.4% 2.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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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 영암군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는 영세한 사업체(4명이하)가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고 소규모

의 사업체(5~49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표】영암군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 개, %)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4년)

 □ 주력산업 현황

❍ 산업별 사업체 현황

- 영암군의 사업체 수는 2010년 3,167개에서, 2013년 3,933개로         

증가 하는 추세에 있음

-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2010년 기준으로 830

개가 있고, 2013년 909개로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별 종사자 현황

- 영암군의 산업별 종사자수 역시 2010년 27,849명에서 2013년        

33,985명으로 증가하였음

-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이며, 그 수는 2010년          

15,716명에서 2013년 19,3886명으로 증가하였음.

규모별 2010 2011 2012 2013

합계
3,167 3,427 3,723 3,933

100% 100% 100% 100%

영세 1~4명
2,499 2,623 2,887 2,977

78.9% 75.5% 77.5% 75.6%

소 5~49명
584 701 732 829

18.4% 20.2% 19.7% 21%

중 50~299명
79 98 101 125

2.5% 2.8% 2.7% 3.1%

대 300이상
5 5 4 2

0.2% 0.1% 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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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암군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규    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9 2013 2009 2013

전    체
3,046 3,933 24,029 33,985
100% 100% 100% 100%

주력산업 합계
1,562 2,068 19,094 26,707
51% 52.5% 79% 78.5%

제조업
387 695 13,858 19,386
13% 17.6% 58% 57.0%

건설업
109 182 1,050 1,606
4% 4.6% 4% 4.7%

도매 및 소매업
823 909 1,872 2,248
27% 23.1% 8% 6.6%

교육서비스업
135 137 1,404 1,876
4% 3.4% 6% 5.5%

보건·사회복지사업
108 145 910 1,591
4% 3.6% 4% 4.6%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4년)

4. 노동시장 구조

가. 총괄

□ 영암군의 경제활동인구는 31,800명에서 31,500명으로 4년 사이에 소폭 감소  

하였으며 고용률은 약 4%가량 감소하였음

❍ 전국 고용률은 4년 사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영암군 고용률은 하락함 

【표】영암군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p)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구            분 2009년 2013년 증감률
(‘09~’13)

전      국

15세이상 인구 40,236 42,218  4.9
경제활동인구 24,655 26,269  6.5

취업자 23,856 25,545  7.1
경제활동참가율 61.3 62,2  1.5

고용률(15세-64세 기준) - 79.7 -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59.3 60.5  2

영암군

15세이상 인구 45.5 47.3  4
경제활동인구 31.8 31.5 - 0.9

취업자 31.6 31 - 1.9
경제활동참가율 69.9 66.5 - 4.9

고용률(15세-64세 기준) - 70.7 -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69.4 65.5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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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영암군의 경제활동인구는 5년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9년  

이후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대폭으로 상승하였음.

❍ 영암군의 비경제활동인구는 5년간 소폭 상승하였으며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소폭으로 상승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 함을 보여줌.

  【표】영암군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증감률
(‘09~’13)

15세이상 인구

계 45.5 45.5 46.7 46.9 46.9 2.5

남자 22.7 22.5 23.3 23.0 23.0 2.8

여자 22.8 23 23.4 23.9 23.9 2.3

경제활동인구

계 30.2 29 29.8 29.1 29.1 9.1

남자 17.8 17.9 18.6 18.6 18.6 2.7

여자 12.4 11.1 10.8 10.5 10.5 18.9

비경제활동인구

계 15.2 16.5 17 17.8 17.8 1.1

남자 4.9 4.6 4.4 4.4 4.4 2.6

여자 10.3 11.9 12.6 13.4 13.4 0.5

자료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는 50세 이상이 2010년 17,300명로 가장 많음

❍  30~49세 경제활동인구는 평균대비 13.3% 증가하였음

❍ 성별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5년간 평균 3.2%

증가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평균 18.9%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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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암군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자료 : KOSIS 성별경제활동인구

다. 취업자

□ 성별 취업자 수 

❍ 영암군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 취업자 수는 0.7% 감소하  

였고 여성 취업자 수는 1% 증가하였음

 【표】영암군 성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3 2014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   국

계 25,066 100 25,684 100

남자 14,573 58 14,874 58

여자 10,494 42 10,810 42

영암군

계 30.5 100 30.9 100

남자 18.8 61.6 18.1 59

여자 11.7 38.4 12.7 41

 자료 : KOSIS 지역별 고용조사

□ 연령별 취업자 수 

❍ 영암군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증감률
(‘09~’13)

합계 30.2 29 29.4 31.5 28.7 9.4

성별
남 17.8 17.9 18.6 19 18.3 3.2

여 12.4 11.1 10.8 12.5 10.4 18.9

연령별

15~29세 4.7 5 5.1 5.5 2.4 7.3

30~49세 13.7 12.9 12.8 13.7 11.0 2.6

50세이상 17.3 15.5 15.2 17 15.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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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암군 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시도별 연령계층별
2009 2013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     국

계 23,506 100 25,066 100

15-29세 3,957 16.8 3,793 15.1

30-39세 5,837 24.8 5,735 22.9

40~49세 6,524 27.8 6,644 26.5

50~59세 4,498 19.1 5,606 22.4

60세 이상 2,690 11.4 3,289 13.1

영암군

계 31.6 100 30.5 100

15-29세 2.9 9.2 2.7 8.9 

30~49세 11.8 37.3  11.7 38.4 

50세 이상 16.9 53.5  16.1 52.7

 자료 : KOSIS 연령별 취업자

□ 산업별 취업자 수

❍ 영암군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2014년 기준으로 12,9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42%를 차지

하고 있음

【표】영암군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산업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체 29.6 100 28.7 100 29.6 100 30.5 100 30.8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16.1 54.3 14 48.8 12.4 41.9 12.5 41.0 12.9 42

광공업 5.6 18.8  6.7 23.3  7.6 25.7  8 26.2  6.3 20

건설업 0.9 3.0  0.7 2.4  0.8 2.7  0.9 3.0  0.9 3

도·소매음식숙박업 2.5 8.4  2.8 9.8  3.5 11.8  3.1 10.2  3.3 10

전기·운수·통신
금융 1 3.3  0.9 3.1  0.8 2.7  1.1 3.6  1.3 4

사업·개인·공공서
비스 및 기타 3.6 12.1  3.6 12.5  4.5 15.2  4.9 16.1  6.0 21

  자료 : KOSIS 산업별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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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 영암군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는 2009년 비 임금 근로자가 18,700명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그 비율이 소폭 감소해 53.2%를

차지하고 있음.

【표】영암군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시도별 종사자지위별
2009 2013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전국

계 23,506 100　 25,067 100

자영업자 5,711 24.3 5,651 22.5

무급가족종사자 1,341 5.7 1,221 4.9

상용근로자 9,390 39.9 11,713 46.7

임시근로자 5,101 21.7 4,892 19.5

일용근로자 1,963 8.4 1,590 6.3

영암군

계 31.6 100 31 100

일시일용근로자 4.2 13.2 4.2 13.6

상용근로자 8.7 27.5 10.3 33.2

비임금근로자 18.7 59.3 16.5 53.2

 자료 : KOSIS 성별경제활동인구

라. 고용률

□ 연령별 고용률

❍ 연령별 고용률은 15~29세 연령층이 5년간 평균대비 26.3%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50세 이상 세대의 고용률은 5년간 2.9%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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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암군 연령별 고용률 현황 및 변화추이           

 (단위 : %. %p)

시도별 연령계층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증감률
(‘09~’13)

전   국

15 - 29세 63.6 64.3 65.3 65.1 63.7 -1.1

30 - 39세 71.3 72.0 72.2 72.7 73.2 1.3

40 - 49세 77.7 77.8 78.4 78.3 78.4 0.4

50 - 59세 70.3 70.9 71.6 72.2 73.1 2.0

60 - 64세 53.8 53.7 55.1 56.1 57.2 3.5

65세 이상 29.7 28.7 28.9 30.1 30.9 4.0

15 - 64세 62.9 63.3 63.8 64.2 64.4 1.1

영암군

15 - 29세 29 21 24 24 36.5 26.3

30 - 49세 69 68 61 65 77.3 12

50세 이상 73.5 66.3 60.4 63.8 68.5 2.9

자료 : KOSIS 연령별경제활동인구

5. 기타

□ 일자리관련 총예산은 2010년 70억원에서 2014년 130억원으로 2배이  

상 증가하였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증감률
(‘09~’13)

총예산(a) 311 313 336 320 354 0.1

재정자립도(b) 18.2 21 22.8 20.3 22.9 4.1

재정자주도(c) 62.4 61.3 64.3 64.6 66.2 2.7

일자리사업예산(d) 7 6 7 13 17 40

일자리사업예산비중
(d/ax100)

2.3 1.9 2.1 4.1 4.8 39.9

공무원 정원 659 659 659 659 659 0

일자리담당 공무원 수 25 25 25 25 25 0

【표】재정 및 행정여건 지표
(단위 : 십억원, %, 명)

자료 : KOSIS 재정 및 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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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전략

1. 일자리 창출 비전

비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

목표 30개 기업유치, 취업자수 31,810명, 고용률 70% 달성

부

문

별

대

책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지역특화 

직업훈련 추진

일자리 

인프라 구축

지역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 사회적기업활성화

• 지역 특산물 상품화

• 취약계층 공공

부문 일자리사업

•고용 취약 계층

일자리 대책마련

•취업 정보의 

종합적, 능동적

제공

•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 운영

•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강화

• 청년층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조직․

추진체계 정비

• 정보인프라 구축

• 산․학․관

연계 방안모색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30개 기업유치

• 사회적기업육성

•공공일자리사업

•일자리지원센터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여성능력개발교육

•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농업인 맞춤형  

교육

• 일자리전담팀

• 구인 ․ 구직

인력 DB구축

• 산․학․관

업무 협약체결

• 노․사․정

협의회 운영

•산단경영자  

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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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전략

주요전략 내용

전략적 투자유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및 우량 산업용지 

조성 공급

농업기반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농촌경제주체 활성화

지역적합형 인력양성
지역수요에 맞는 기능인력양성 및 여성 

일자리 맞춤 직업교육 

취약계층․여성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분야․환경관리 분야 등 
직접지원 일자리사업의 확대

기업사랑 운동 추진
정기적인 기업과의 의견수렴기회 마련

- 경영자 협의회, 기업담당제 운영

노사협력과 근로자 복지증진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및 

산단지역 근로복지시책 추진

3. 민선6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공통 일자리 목표

(단위 : %, 명)

   ○ 2018년 까지 5년간 취업자 수를 1,200여명 증가시켜 2014년 66%

보다 4.2% 증가한 70.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또한 15세~64세의 경우 2014년 고용률 71%에서 2018년 74%로  

 3%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5년간 목표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를 전체 취업자 목표의35% 이

상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목표로 하였음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고용률
(15세-64세) 69.9 70.5 72 72.8 74

15세 이상 65.1 66.8 67.9 68.2 70.2
취업자 수
(15세 이상) 30,900 31,810 34,365 34,517 35,530

상용근로자 수 10,100 11,100 12,250 12,330 12,40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5,128 26,100, 26,200 26,310 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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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자리 창출 목표

1. 공통 일자리 목표

2. 부문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건)

‘15년 목표
예산(백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총계 4,024 9,537 2,360 13,988 25,886

정부
부문

소계 3,224 7,074 2,184 5,927 15,186

직접일자리창출 2,524 6,517 2,124 5,656 14,297

직업능력개발훈련 200 310 - 138 448

고용서비스 400 - - 22 22

고용장려금 5 - 21 21 42

창업지원 45 234 39 88 36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 - - -

일자리 인프라 구축 50 13 - 2 15

민간
부문

소계 800 2,463 176 8,061 10,700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800 2,463 176 8,061 10,700

기타 - - - - -

‘14년 일자리 실적 ‘15년 일자리 목표 증감(률)

고용률
(15세-64세) 69.9 70.5 0.6

15세 이상 65.1 66.8 1.7

취업자 수(15세 이상) 30,900 31,810 2.9

상용근로자 수 10,100 11,100 9.9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5,128 26,1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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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예산 

(단위 : 억원, %)

※ 총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 

‘15년 ‘14년 대비 증감(률)

자치단체 총예산(a) 3,468 -2.1

일자리사업예산(b) 259 49.7

국비 일자리사업예산(c) 95 14.5

지방비 일자리사업예산(d) 164 82.2
총예산 대비 일자리사업예산 

비중(b/ax100) 7.4 2.5
일자리사업예산 대비 지방비  

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d/bx100) 63.3 -11.3



- 26 -

Ⅴ. 부문별 사업계획

1. 정부부문

가. 기본방향 

□ 지역별 특성을 활용하여 공동체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 유도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적합형 직업 훈련 추진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마련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전담 부서 구성 및 예산 확보 노력 경주 

○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나. 부문별 사업계획 

1) 직접일자리창출 

□ 직접일자리 창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속 가능토록 추진

○ 지역특산물상품화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성위주의 사업 발굴

○ 단순, 한시적사업을 지양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직업체험 성격을 강

화하는 사업 위주의 발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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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공익,복지,교육) 578 1,17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취약계층 노인 가사, 보호서비스 163 54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 대상 생활 관리 서비스 45 463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인턴도우미, 근로유지형) 122 1,205

자활센터운영 자활센터(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등) 6 248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저소득층 대상 재가,가사,간병 서비스 45 129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영암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 2 50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 제공 28 109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 직무능력 습득사업 지원 10 182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인프라개선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30 101

공공근로사업 정보화, 환경정화 등 50 278

대학생 방학 중 인턴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45 9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4 67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관내 주요관광지 문화관광해설 14 44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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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문화재 도난방지 및 관리 4 114

도서관 환경미화 영암,삼호도서관 환경정화 3 30

읍면복지관 위탁관리 복지관 환경정비 및 무료 식사제공 11 115

왕인문해학교 운영 노인대상 한글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4 288

가족관계등록 사무 
업무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11 123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확인 및 조정 6 96

여권발급 업무 여권발급 업무 1 23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
S 운영)

신축건물 및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정비 1 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편집지적 1 1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활동 2 53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수련,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2 5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문화체험,학습지원 활동 등 3 7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17 225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저소득층 아동 대상 전문 교육 18 215



- 29 -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만12세이하 아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 7 211

아이돌봄이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30 4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방문 교육 서비스 10 107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 1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수준 진단 및 파견교육 2 29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사업

청소년 가족연계 서비스 전담 인력 8 210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48 4,634

주민지원사업(수질환경
보전)

주민지원사업 DB 작업 1 17.6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수변구역 정화활동 1 16.7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3 11

야생동물 보호관리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감시 6 11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7 82

국도변 취약지 쓰레기 
수거

국도2호선 환경정화 21 216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

영산강변 부유쓰레기 수거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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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민감시원 운영

그린환경자원센터 반입 폐기물 감시 3 46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원 운영

대불매립장 반입 폐기물 감시 2 30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재활용선별인부 운영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 분리,선별 4 77

농산어촌체험 휴양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 관리 2 28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예정 농업인 지원 서비스 9 25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
업

귀농귀촌자 대상 도우미 서비스 1 10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도시숲자원조사, 가로수 실태조사 1 14

수목관리 운영 고사목 제거 및 지주목 정비 10 88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1 16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산촌 생태마을 운영 관리 1 14

산불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산림 정비 및 정책 숲 가꾸기 18 240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44 351

산불감시원 산불 감시원 운영 9 5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림 병해충 예방 및 피해목 훈증 1 14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상담 서비스 및 관리 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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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방문보건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9 224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농어촌 노인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6 150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예방접종 대상별 DB관리 및 안내 2 50

직영포장 운영 답작,전작,하우스 관리 운영 5 15

국화축제 국화재배 국화축제 전시 국화재배 및 관리 5 31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강소농 지원내용 DB화 1 4.6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임대 농기계 관리, 수리 5 65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병해충 예방 및 생육 조사 1 7.8

종합검정실 운영 토양 분석 보조, 토양 채취 2 35.2

벼 전시포 운영 벼 비교품종 전시포 운영 1 0.84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유용 미생물 배양 및 공급 1 17

조직배양실 운영 시료조직, 계대배양 등 1 34

전특작 포장 운영 실증실험 운영 작업 5 5

영암도기박물관 운영 박물관 환경정화 및 도기 생산 작업 9 50

문화유적지 시설물 및 
환경정비

문화유적지 내 환경정화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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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취수장 및 정수장 
환경정비

영암, 삼호 정수장 환경정화 16 24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학산 배수 펌프장 환경정화 8 13

하수처리장 운영 하수처리장 내 가로수 전정, 제초작업 12 18

테크노폴리스 환경관리 대불산단 주요 도로변 쓰레기 수거 4 81

테크노폴리스 기반시설 
정비

테크로폴리스 인도변 잡초 제거 5 87

산단공원 관리 테크노폴리스 공중화장실 청소 2 41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CCTV 관제요원 배치 2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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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훈련

□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강화

○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청년층 능력개발 프로그램

-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통한현장 실습·실무 교육 강화

- 현장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훈련기관을 이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농업인상담소 운영 농민대상 농사상담 및 단체 학습 5 94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업인 대상 농업 기술 보급 및 교육 20 20

선취업 후진학 산학융합캠퍼스와 연계한 실무,실습 50 -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대불국가산단 종합취업 연계사업 40 223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농촌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로컬푸드 40 111

여성능력개발교육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자격증과정, 15 12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등 운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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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서비스

  □ `취업상담 도우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산·학·관의 유기적입 협조를 통한 내실있는 취업박람회 개최

   ○ 취업상담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 및 일자리 연계  

(단위 : 명, 백만원)

 

  4) 고용장려금

  □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단위 : 명, 백만원)

 5) 창업지원

  □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 

   ○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 지역특화 상품을 활용한 내실있는 마을기업 육성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300 10

취업상담센터 운영 구인·구직자 연계 및 일자리 상담 100 12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중소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
5 42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15 262

창조적 마을기업
마을단위 공동체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판매 지원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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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일자리창출 전담조직 설치

   ○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 : 투자경제과 2팀 7명

   ○ 구인 구직 접수창구 운영 및 관련기관 D/B연동 구축 활용

  □ 지역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일자리 MOU 체결 및 사후관리

     -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단 관내대학․ 특성화고교 고용 협력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산단경영자협의회 정기 운영

     - 고용 노동 정책 의견수렴 및 일자리창출 지원

2. 민간부문

가. 기본방향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 부서 구성 운영

○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 워크숍 개최

○ 산업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견기업 유치 총력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 일자리전담조직 신설 2팀 7명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정기 운영 및 워크샵

분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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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사업계획 

1)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 분야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 인허가등 공장설립 원스톱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 편의 도모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유치 타깃사업 선정·발굴 등

○ 신재생에너지 및 자동차관련 산업 등 유치 노력

(단위 : 개소, 백만원)

3. 부문별 대표사업

구분 대표 단위사업명

정부
부문

 1. 직접일자리창출
 1. 1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사업
 1. 2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2. 직업능력개발훈련
 2. 1 대불국가산단 고용대상별 종합취업 연계사업
 2. 2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컬푸드사업

 3. 고용서비스  3. 1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4. 고용장려금  4. 1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5. 창업지원
 5. 1 사회적 기업 육성
 5. 2 마을기업 육성

 7. 일자리 인프라구축
 7. 1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
 7. 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운영

민간
부문

 9.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9. 1 대불산단 업종 다각화 및 우량기업 유치

 10. 기타  -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 신규산단조성으로 기업유치 1개소 10,700

기업투자유치 우량기업 유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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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 창출 부문

 사업명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 사업목적

○ 안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 모니터링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행

복한 삶을 보장하며 어린이·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영암

구현

  □ 추진배경

○ 기관별·부서별로 설치 운영중인 CCTV 통합 관리

  □ 사업내용

○ 어린이 보호 및 여성보호를 위한 CCTV 설치

  □ 기대효과

○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영암 구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되는 범죄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

【‘15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20명

사
업
비

계 400

국  비 -

지방비
시 비 -

구․군비 400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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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 부문

 사업명 : 대불국가산단 고용대상별 종합취업 연계 사업

 □ 사업목적

○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중기 맞춤형 일자리 구축

  □ 추진배경

○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한 조선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고
용률 70% 달성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직업훈련과정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인프
라 구축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 기대효과

○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중기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15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40명

사
업
비

계 223

국  비 200

지방비
도  비 -

군  비 23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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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 부문

 사업명 :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

 □ 사업목적

○ 로컬푸드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소비자에게는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농촌공동체를 회복

  □ 사업내용

○ 로컬푸드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

   ○ 맞춤형 로컬푸드 창업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

【‘15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40

사
업
비

계 111

국  비 100

지방비
도  비 -

군  비 11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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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인프라 구축 부문

 사업명 : 현대삼호중공업·대불산단 MOU 체결을 통한 일자리 공급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 시행으로 고용 및 취업확대

   ○ 조선업종 인력수급 해소와 정보교류 등 상호 협력

  □ 추진배경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업체와 지역 내 
우수인력 교육기관간 MOU 체결

  □ 사업내용

○ 현대삼호중공업(주), 대발산단경영자협의회, 세한대학교, 동아인
재대학교, 구림공업고등학교,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간 MOU 체결

  □ 기대효과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유기적 협력체계로 지역고용 및 경제 
활성화

【‘15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50명

사
업
비

계 -

국  비 -

지방비
시 비 -

구․군비 -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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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부문

 사업명 : 대불산단 업종 다각화 및 우량기업 유치

 □ 사업목적

○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
모

  □ 추진배경

○ 대불산단의 우량기업 유치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업종
을 다각화하여 서남권 산업경제 중심으로 재도약

  □ 사업내용

○ 고부가가치 조선기자재기업, 해양플랜트 등 조선관련기업 유치

   ○ 영암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농식품 가공기업 유치

○ 신재생에너지 및 자동차관련 산업 등 유치

  □ 기대효과

○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15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성과목표 800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도  비

군  비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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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자리창출 인프라 개선 계획

1 일자리 담당 조직의 체제 개선

□ 일자리 전담 부서(팀) 운영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자리팀 신설(2015.1.1일자)

○ 일자리 상담센터 상설 운영 

□ 일자리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일자리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 필요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2 일자리 담당자의 전문화, 인센티브 강화 계획

□ 일자리 담당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

○ 일자리 담당자 직무교육 우선권 부여 및 필요 시 별도 전문교육

○ 일자리 관련 워크숍 참석 및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 장기근속 일자리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평정 등 산정 시 가점 부여

○ 각종 표창 및 포상 시 일자리 창출 우수공무원 우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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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의견수렴

1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 계획

2 주민과의 소통 및 홍보 계획

 

3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일 시 내 용 비 고

수  시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전남발전연구원

일   시 내    용 유관기관

매분기 영암군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 운영 노조 2, 회사 3, 민간 2, 정부 3

년  중 대불산학융합본부 운영 지원 전남도, 영암군, 목포시

년  중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 네트워크

를 통한 구인, 구직알선 
전남도청

일 시 내     용 홍보수단

수  시 기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인터넷, 신문보도,
군민소식지, 반상회보 게재 등

수  시 일자리 사업 공고 및 홍보 인터넷, 신문보도,
군민소식지, 반상회보 게재 등

수  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홍보 인터넷, 신문보도, 홍보지
군민소식지, 반상회보 게재 등

4월중 일자리 목표 공시제 수립 홍보 인터넷, 신문보도,
군민소식지, 반회보 게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