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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1   일자리창출 핵심전략

핵심전략 실천과제

재정지원 맞춤형 일자리로
건강・행복, 클린 영암군

- 공공근로, 맞춤형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친서민 복지일자리 추진
-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 다문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청년과 함께
미래를 여는 영암군

-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

함께 모여
따뜻하고 행복한 영암군

- 영암형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장과 안정화
- 협동경제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맞춤형 인재육성으로
함께 커가는 영암군

- 농업과 산단이 공존하는 지역여건에 맞는 인력양성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
-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근로·정주여건 및 노후인프라 개선
-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역량강화 추진
- 자동차튜닝, 항공·드론 중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2   지역여건

구분 2018년 동향

공통

인구
- 총인구 : 54,731명
- 성  별 : 남 28,118명 / 여 26,613명
- 연령별 : (14세 이하) 6,238명 / (15~64세) 34,658명 / (65세 이상) 13,835명

예산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574,462(100%) 150,379(26.2%) 32,645(5.7%) 391,439(68.1%)

일자리예산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8,526(100%) 4,790(56.2%) 982(11.5%) 2,754(32.3%)

산업
- 산업별 사업체 비중: (1차 산업) 0.5% / (2차 산업) 24.3% / (3차 산업) 75.2%
- 산업별 종사자 비중: (1차 산업) 0.6% / (2차 산업) 60.7% / (3차 산업) 38.8%

고용
- 연령별 고용률 : (15~64세) 68.3% / (15~29세) 32.0% / (50~64세) 78.8%
- 산업별 취업자 비중 : (1차 산업) 33.0% / (2차 산업) 28.9% / (3차 산업)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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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목표

□ 총괄
(단위 : 개, %)

2019년 목표 신규 창출 일자리 수 2019년 목표 고용률(15세~64세)

5,389 68.5

□ 공통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 %p)

구분
2018년 일자리 실적 2019년 일자리 목표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증감

고용률 67.3 68.3 101.5 68.5 0.2

청년고용률 29.6 32.0 108.1 32.5 0.5

여성고용률 48.1 54.6 113.5 55.0 0.4

취업자수 31,000 31,300 101.0 31,600 300

상용근로자수 11,700 12,000 102.6 12,150 15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500 23,046 112.4 23,300 254

※ 고용률은 15~64세 기준(단, 청년고용률은 15~29세)

□ 핵심전략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백만원)

핵심전략 일자리
예산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5,389 25,378 10,016 2,961 12,406

재정지원 맞춤형 일자리로 건강·행복, 클린 영암군 4,244 19,796 8,146 1,392 10,261

청년과 함께 미래를 여는 영암군 154 4,405 1,367 1,284 1,756

함께 모여 따뜻하고 행복한 영암군 10 492 180 144 168

맞춤형 인재육성으로 함께 커가는 영암군 356 538 179 139 220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 625 147 14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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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 노동시장 현황

1   인구구조

□ 인구규모 및 변화추이

  ❍ 영암군의 인구는 2010년에는 60,082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54,731명으로 이는 전국인구의 0.1%, 전라남도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2010~2018년 주민등록인구

※ 출처 : 통계청

[표 1] 주민등록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비율

전국 51,826,059 25,866,129 25,959,930 50.1

전라남도 1,882,970 943,000 939,970 49.9

영암군 54,731 28,118 26,613 48.6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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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영암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청년 및 30~39세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50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영암군의 여성인구는 26,613명으로 48.6%, 남성인구는 28,118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다소 적음.

[그림 2] 15~39세 인구 변화 [그림 3] 성별 인구 비중

※ 출처 : 통계청 ※ 출처 : 통계청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영암군은 2008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13,835명으로 영암군 전체 인구의 

25.2%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65세 이상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증감률
(‘14~’18)

전체인구 58,852 58,137 57,045 55,616 54,731 -1.7

65세 이상
인구 13,315 13,459 13,574 13,777 13,835 1.0

비중 22.6 23.2 23.8 24.8 25.3 2.7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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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 산업별 사업체·종사자 현황

  ❍ 2016년 등록된 전체 사업체수는 4,518개로 이 중 3차 산업이 7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이 24.3%, 1차 산업이 

0.5%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종사자수는 35,710명으로 사업체 수와는 달리 2차 산업 종사자가 

6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 종사자는 38.8%, 

1차 산업 종사자는 0.6%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산업별 사업체 현황 [그림 5] 산업별 종사자 현황

                      ※ 출처 : 통계청                       ※ 출처 : 통계청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 2016년 등록된 전체 사업체 4,518개 중 영세기업 3,420개, 소기업 957개, 

중기업 139개, 대기업 2개로 대부분이 영세기업임.

[표 4] 영암군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 개, %)

구분
2014 2015 2016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계 4,476 100 4,599 100 4,518 100

영세 1~4명 3,335 74.51 3,456 75.15 3,420 75.70

소 5~49명 1,014 22.65 1,004 21.83 957 21.18

중 50~299명 124 2.77 135 2.94 139 3.08

대 300명 이상 3 0.07 4 0.09 2 0.04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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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동향

□ 고용동향

  ❍ 영암군의 고용률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66.3%에서 2018년 

68.3%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청년고용률은 32.2%, 여성고용률은 50.2%로 

각각 3.6%p, 3.1%p 증가함.

  ❍ 2018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3,046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2,600명이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수는 11,900명으로 300명이 증가함.

[그림 6] 고용률·실업률 [그림 7]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출처 : 통계청                                     ※ 출처 : 통계청

[표 8] 고용동향

(단위 : 명, %p)

구분 2017 2018 증감
(’17년 대비 ’18년)

고용률 66.3 68.3 2.0

청년고용률 28.6 32.0 3.4

여성고용률 47.1 50.0 2.9

실업률 2.8 2.1 -0.7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403 23,046 2,643

상용근로자수 11,600 12,000 400

※ 고용률은 15~64세 기준(단, 청년고용률은 1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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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 영암군의 2018년 취업자 수는 31,200명으로 이중 남성은 19,500명, 

여성은 11,700명으로 남성 취업자 수 비중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음.

  ❍ 농촌의 특성상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8.7%로 매우 낮으며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52.6%로 높은 편임.

[표 9]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계 35,600 100 31,200 100

성별
남 22,200 62.4 19,500 62.5

여 13,400 37.6 11,700 37.5

연령별

15∼29세 4,000 11.2 2,700 8.7

30∼49세 14,900 41.9 12,100 38.8

50∼64세 10,000 28.1 10,200 32.7

65세 이상 6,700 18.8 6,200 19.9

※ 출처 : 통계청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 2018년 임금근로자는 52.4%로 2017년에 비해 1.0%p 감소하였으나 

이 중 상용근로자는 73.2%로 2.5%p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26.8%로 2.5%p 감소함.

[표 9]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계 30,700 100 31,300 100

임금근로자 16,400 53.4 16,400 52.4

상용근로자 11,600 70.7 12,000 73.2

임시·일용근로자 4,800 29.3 4,400 26.8

비임금근로자 14,300 46.6 14,900 47.6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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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 마한 역사문화 유적지 보유
- 영산강 주변 생태공간 및 월출산 국립공원 보유
- 풍부한 농축산 자원 및 생명산업 인프라 확보

- 고령화·부녀화로 농촌 활력 저하
- 생활, 문화, 정주여건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 취약한 산업구조로 성장동력산업 기반 미비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서남해안 광광레저도시 개발
- 종자산업의 성장
- 힐링·웰빙 등 웰니스관광 수요 증가
- 여가 및 레저수요 증가

- 조선산업 경쟁력 저하
- 지역 청년인구 유출 심화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환경 변화
-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

강화(S–O)전략 보완(W–O)전략

- 월출산 등 지역자원의 관광자원화
- 미래형 생명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농업 실현
- 역사문화 자원 및 테마관광지 발굴

-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산업단지 배후 정주여건 강화
- 환경친화형 생태주거단지 조성
-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극복(S–T)전략 방어(W–T)전략

- 품질고급화, 부가가치창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테마형 관광상품 발굴 주력
- 대불산업단지 중심 전략산업 육성

- 소재지권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심기능 회복
- 맞춤형 복지서비스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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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년 일자리 목표

비    전

 

일하기 좋은 영암, 다함께 일하는 영암

목    표 고용보험가입자 23,300명 고용률 68.5% 달성

핵심전략 실천과제

재정지원 맞춤형 일자리로
건강·행복, 클린 영암군

・공공근로, 맞춤형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친서민 복지 일자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다문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청년과 함께
미래를 여는 영암군

・청년 고용지원 시책 발굴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

함께 모여
따뜻하고 행복한 영암군

・영암형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장과 안정화
・협동경제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맞춤형 인재육성으로 
함께 커가는 영암군

・농업과 산단이 공존하는 지역여건에 맞는 인력양성
・수요자 중심 맞춤형 훈련지원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근로·정주여건 및 노후 

인프라 개선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역량강화 추진
・자동차튜닝, 항공·드론, 레저선박 중심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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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목표

□ 민선 7기 공통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예상치)

목표

2019 2020 2021 2022 ’18년 대비 증감률

고용률 66.3 66.6 67.0 67.5 68.0 68.5 2.2

청년 고용률 28.6 29.0 29.5 30.0 30.5 31.0 2.4

여성 고용률 51.1 51.5 52.0 52.5 53.0 53.5 2.4

취업자 수 30,700 31,000 31,300 31,600 31,900 32,200 4.9

상용근로자수 11,600 11,700 11,800 11,900 12,000 12,100 4.3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403 20,500 20,600 20,700 20,800 20,900 2.4

※ 고용률은 15~64세 기준(단, 청년고용률은 15~29세)

  ❍ 영암군의 2017년 고용률은 66.3%이며, 2022년에는 2.2% 증가한 68.5%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청년・여성 고용률은 매년 0.5%씩 증가하여 

각각 31.0%, 53.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7년 취업자 수는 30,700명이며 매년 300여명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32,200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9년 공통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 %p)

구분
2018년 일자리 실적 2019년 일자리 목표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증감

고용률 67.3 68.3 101.5 68.5 0.2

청년고용률 29.6 32.0 108.1 32.5 0.5

여성고용률 48.1 54.6 113.5 55.0 0.4

취업자수 31,000 31,300 101.0 31,600 300

상용근로자수 11,700 12,000 102.6 12,150 15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500 23,046 112.4 23,300 254

※ 고용률은 15~64세 기준(단, 청년고용률은 15~29세)



- 12 -

  ❍ 2018년 영암군의 고용률은 68.3%로 이는 2018.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정부지원제도 및 공공부문 단기일자리의 급증으로 

인한 효과로 보여짐.

  ❍ 모든 부분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고용환경과 지역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9년에는 2018년의 실적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핵심전략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백만원)

핵심전략 일자리
예산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5,389 25,378 10,016 2,961 12,406

재정지원 맞춤형 일자리로 건강·행복, 클린 영암군 4,244 19,796 8,146 1,392 10,261

청년과 함께 미래를 여는 영암군 154 4,405 1,367 1,284 1,756

함께 모여 따뜻하고 행복한 영암군 10 492 180 144 168

맞춤형 인재육성으로 함께 커가는 영암군 356 538 179 139 220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 625 147 144 2 1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

  ❍ 마을공동체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로의 취창업 활성화 

  ❍ 청장년층 및 신중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청년친화형산단 조성을 통한 근로・정주여건 개선과 자동차튜닝, 

항공・드론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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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실천과제

□ 재정지원 맞춤형 일자리로 건강·행복, 클린 영암군

  ❍ 개요

    - 목    표 : 97개 사업, 4,244명 일자리창출

    - 예    산 : 19,796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경력단절여성 등에 

일자리제공을 통한 최소생계 보장

  ❍ 세부사업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계 4,244 19,796

장애인 일자리지원 39 415

노인일자리사업 1,495 2,32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8 961

자활근로사업 80 1,31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8 217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2 5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 64

물가안정모니터요원관리사업 3 10

에너지도우미 일자리지원 8 68

5일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 일자리지원 5 117

희망근로 지원사업 1,698 5,227

공공근로사업 100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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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 115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 30 297

법규위반차량관리 1 26

근로자종합복지관 일자리지원 3 275

대학생 아르바이트 80 196

개별주택가격조사 12 38

청사시설물 관리 1 24

읍면 재산관리 운영 2 43

관광안내소 운영 3 81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3 11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20 24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3 87

도서관 운영 청소년 선도 및 상담 7 74

도서관 청사관리 운영 1 26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 2 71

체육회 지원 11 362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운영 14 1,387

국민체육센터운영 4 272

아동복지교사 파견 2 31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일자리 1 29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 일자리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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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 일자리 3 74

농촌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운영 일자리 2 54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일자리 5 130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일자리 2 6

매립시설 관리 일자리 4 5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일자리 1 29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일자리 2 37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일자리 4 5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일자리 6 66

생활쓰레기 수거 일자리 21 369

야생동식물보호원 일자리 3 22

불법폐기물 관리 일자리 8 252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 55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1 19

농지이용관리지원 11 26

농가도우미지원사업 5 19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4 82

읍·면 소공원 관리 35 430

수목관리 전문 작업단 운영 8 187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1 20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 1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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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 13 237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1 21

산촌마을 운영메니저 1 15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운영 1 5

임도 관리원 운영 3 17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2 71

숲길체험 지도사 1 35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운영 50 463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3 26

숲 유치원 운영 2 22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3 38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20 150

도로 교통량 조사 지원 177 11

방재홍보활동 행사지원 1 27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1 26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 3 75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 31

방문건강관리사업 2 52

방역소독 사업 12 75

감염병감시 전담요원 운영 1 36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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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직영포장운영 1 7

청사관리 1 5

농업인상담소 운영 6 168

국화축제 작품 전시 9 201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1 3

지역특화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인력지원 1 10

강소농 육성 지원 1 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3 80

여성농업인 교육 1 1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1 3

고소득특화작목 연구개발 2 48

조직배양실 운영 1 8

벼 전시포 운영 1 1

경제작물 실증포장 운영 1 3

배꽃 개약실 운영 1 2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2 61

농산물 종합분석실 운영 2 54

테크노폴리스체육시설운영관리 1 23

테크노폴리스 환경관리 10 195

테크노폴리스 도로정비 8 151

테크노폴리스 가로수관리 8 100

테크노폴리스 공원관리 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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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함께 미래를 여는 영암군

  ❍ 개요

    - 목    표 : 5개 사업, 154명 일자리창출

    - 예    산 : 4,405백만원

    - 사업내용 :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청년상인 육성·창업지원,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및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계 154 4,405

청년상인 후속지원 프로그램 10 269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 사업 10 408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69 240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30 2,319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35 1,169

□ 함께 모여 따뜻하고 행복한 영암군

  ❍ 개요

    - 목    표 : 4개 사업, 10명 일자리창출

    - 예    산 : 512백만원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협업화·경쟁력·활성화 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계 10 512

영암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정화 지원사업 Ⅱ 0 25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10 1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실 운영 0 240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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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인재육성으로 함께 커가는 영암군

  ❍ 개요

    - 목    표 : 10개 사업, 356명 교육훈련

    - 예    산 : 538백만원

    - 사업내용 : 기업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및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에 교육과정 운영, 귀농귀촌 활성화 인력 양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계 356 538

여성 취·창업교실(요양보호사) 40 24

대불국가산업단지 고용활성화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15 120

은퇴자 직업역량강화사업 40 40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0 23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자 양성사업 16 220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40 46

목공예기능인 양성지원 15 30

농산물 유통마케팅 능력 강화를 위한 강소농 정보화 교육 20 4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60 1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전문교육 50 21

□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

  ❍ 개요

    - 목    표 : 625명 일자리창출

    - 예    산 : 147백만원

    - 사업내용 : 인허가등 공장설립 원스톱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설명회·워크숍 개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계 625 147

기업투자유치 600 7

대불산단 고용활성화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2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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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1   사업추진체계

□ 일자리 대책본부 구성·운영

  ❍ 설치목적 :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구성 및 역할

    - 본부장 :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계획, 방향제시 및 추진 사항 총괄 지휘

    - 일자리책임관 : 실무 총괄

    - 기획팀 :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정검 및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민관협력, 조정기능

    - 사업추진팀 : 일자리사업 발굴·실무지원, 사업추진 및 실적보고

  ❍ 운영 

    - 일자리책임관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분기별)

    - 주요 일자리 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한 신규 시책 발굴

    -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일자리창출 중심의 시책 추진

본부장 부군수

기획팀 -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일자리책임관 투자경제과장

사업추진팀
- 실과소 일자리사업 담당자
- 읍면 일자리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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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 계획

일시 내용 비고

1~12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12월 일자리카페 운영

1~12월 영암군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 노사민정협의회

1~12월 지역경제인·농공단지 협의회 회의 지역경제인·농공단지 협의회

1~12월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 노사민정 협의회

1~12월 일자리대책 T/F팀 운영회의 일자리대책 T/F팀

1~12월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기관·사회단체장

3   주민과의 소통 및 홍보 계획

일시 내용 비고

1~12월 기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영암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

1~12월 일자리 사업 공고 및 홍보 영암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

1~12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홍보 영암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

1~12월 군민과의 대화 개최시 일자리사업 홍보

1~12월 사업추진사항 및 성과 홍보 영암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

4월중 일자리 목표 공시제 수립 홍보 영암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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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일시 내용 비고

분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 점검

수시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광주전남연구원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