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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1.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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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동향

공

통

인구(명) 및
인구구성

○ 2015.12.31일 기준 인구수

   - 58,137명(남 29,713, 여 28,424)

   - 14세 이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65세이상 고령자는 13,315명

     으로 22.4%에 달해 고령화현상이 뚜렷함

예산(백만원)
국비 (광역)시도비 (기초)시군구비

111,124(30.2%) 20,588(5.6%) 236,43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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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조선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율은 소폭 증가하여 70.4%임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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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 21,172명으로 전체인구에 36%를 차지하고 있음

‘15년 일자리 실적 ‘16년 일자리 목표 증감(률)

고용률
(15세-64세) 70.4 71 0.6

15세 이상 64.7 65.7 1

취업자 수(15세 이상) 30,500 32,000 1,500

상용근로자 수 11,400 12,000 60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5,760 26,10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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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문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건)

‘16년 목표
예산(백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합계

총계 5,108 32,939 2,382 7,186 160 42,667

정부
부문

소계 3,608 7,387 2,382 7,186 160 17,115

직접일자리창출 2,851 6,592 2,175 6,854 160 15,780

직업능력개발훈련 200 494 84 130 708

고용서비스 400 - - 22 22

고용장려금 62 54 84 90 228

창업지원 45 234 39 88 36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 - - -

일자리 인프라 구축 50 13 - 2 15

민간
부문

소계 1,500 25,552 - - - 25,552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1,500 25,552 - - - 25,552

기타 - - - - - -

5.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일 시 내 용 비 고

‘15.11.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반영

‘16. 1.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의견수렴 11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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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3. 직접지원 일자리사업추진 계획수립 실과소 읍면

‘16. 3~6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워크샵 참석 및 업무역량강화 투자유치과

분기별 산단 경영자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산단경영자협의회

분기별 노사민정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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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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5km2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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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기반 및 교통여건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의 40%가 임야이며,

답이 26.7%, 전이 10%임

 [표] 영암군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구분 계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면적 603.5 14.1 60.3 160.8 229.3 139

구성비 100% 2.3% 10% 26.7% 38.4% 22.6%

※ 영암군 통계연보(2015년)

❍ 용도별 토지이용현황은 비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88.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0.1%, 공업지역이 2.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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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변화 및 구조

□ 전국대비 인구규모

   ❍ 2015년 말 기준 영암군의 인구는 58,137명이며, 세대수는 27,242세대임
- 전라남도 인구 1,908,996명의  3%를 차지하고 있음

【표】영암군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12.31일 기준)                    
 (단위 : 명, %)

 ※ KOSIS 주제별 통계→인구․가구→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 총 인구, 남자, 여자 인구수

□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영암군의 총 인구는 58,137명이며 남자 29,713명, 여자 28,424명으로 

남자 인구비율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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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계 60,139 59,997 59,061 58,852 58,137

남자 30,659 30,580 30,083 30,029 29,713
여자 29,480 29,417 28,978 28,823 28,424

14세 이하
계 8,997 8,823 8,377 8,050 7,641

남자 4,611 4,515 4,328 4,166 3,970
여자 4,386 4,308 4,049 3,864 3,671

15 ~ 29세
계 9,712 9,206 8,778 8,800 8,600

남자 5,278 4,997 4,725 4,710 4,609
여자 4,434 4,209 4,053 4,090 3,991

30 ~ 39세
계 8,243 8,248 7,889 7,587 7,219

남자 4,787 4,755 4,520 4,356 4,135
여자 3,456 3,493 3,369 3,231 3,084

40 ~ 49세
계 8,907 8,894 8,793 8,745 8,623

남자 5,245 5,282 5,183 5,156 5,092
여자 3,662 3,612 3,610 3,589 3,531

50 ~ 59세
계 8,144 8,437 8,801 9,024 9,118

남자 4,273 4,446 4,706 4,921 5,039
여자 3,871 3,991 4,095 4,103 4,079

60세 이상
계 16,136 16,389 16,423 16,666 16,936

남자 6,465 6,585 6,621 6,720 6,868
여자 9,671 9,804 9,802 9,946 10,068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구 분
인  구  수

비고
계 남 여 비 율

전    국 51,529,338 25,758,186 25,771,152

전라남도 1,908,996 953,881 955,115 3.7 전국인구대비

영 암 군 58,137 29,713 28,424 3 전남인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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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영암군 65세 이상 인구가 2015년 말 기준 영암군 전체 인구의 23.1%를 

차지하고 있음

❍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꾸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활동 참여 정책 추진 필요

  【표】영암군 65세 이상 인구 추이
  (단위 : 명, %)

시도별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인구 계 60,139 59,997 59,061 58,852 58,137

65세 이상
인구 12,726 12,994 13,087 13,315 13,459

비중 21.1 21.6 22 22.4 23.1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3. 산업구조

  □ 주력산업 현황

❍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2014년 1,091개이며,

-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21,537명으로 전체 종사자수

대비 57.2%의 비중을 차지함

❍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가

- 산업별 사업체수 : 2013년 대비 2014년 13.8% 증가

- 산업별 종사자수 : 2013년 대비 2014년 10.8% 증가

   【표】영암군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규   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3 2014 2013 2014

전    체 3,933 4,476 33,985 37,658

주력산업 합계 2,068 2,480 26,707 30,125

제조업 695 815 19,386 21,537

건설업 182 268 1,606 1,993

도매 및 소매업 909 1,091 2,248 3,295

교육서비스업 137 146 1,876 1,662

보건·사회복지사업 145 160 1,591 1,638

※ 영암통계연보(2015년)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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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장 구조

가. 총괄

□ 영암군의 경제활동인구는 해마다 소폭 감소 추세로 취업자수 및 고용률도 

감소하고 있음

【표】영암군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시군별 경제활동인구

  【표】영암군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15세이상 인구
계 47.3 47.4 47.1

남자 23.6 23.7 23.6
여자 23.7 23.7 23.4

경제활동인구
계 31.5 31.0 30.7

남자 19.0 18.2 18.4
여자 12.5 12.8 12.4

비경제활동인구
계 15.8 16.4 16.4

남자 4.6 5.5 5.3
여자 11.2 10.9 11.1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시군별 경제활동인구

【표】영암군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시군별 경제활동인구

다. 취업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9 29.4 31.5 31.0 30.7

성별
남 17.9 18.6 19 18.2 18.4

여 11.1 10.8 12.5 12.8 12.4

연령별

15~29세 5 5.1 5.5 2.4

30~49세 12.9 12.8 13.7 11.0

50세이상 15.5 15.2 17 15.3

구            분 2014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증감(률)

영암군

15세이상 인구 47.4 47.1 - 0.3
경제활동인구 31 30.7 - 0.3

취업자 30.9 30.5 - 0.4
경제활동참가율 65.4 65.2 - 0.2%p

고용률(15세-64세 기준) 69.9 70.4   0.5%p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65.1 64.7 -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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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및 연령별 취업자 수 

❍ 영암군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 취업자 수는 200명 증가

하였으며, 여성 취업자수는 500명 감소하였음

 【표】성별 및 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4 2015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성별

계 30.9 100 30.5 100

남자 18.1 59 18.3 60

여자 12.7 41 12.2 40

연령별

계 30.9 100 30.5 100

15-29세 2.5 8 2.7 8.9

30-49세 11.8 38 11.3 37

50~64세 9.4 31 9.6 31.5

65세 이상 7.1 23 6.9 22.6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시군/성별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취업자

□ 산업별 취업자 수

❍ 영암군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2015년 

상반기 기준 12,9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41.6%를 차지하고 있음

【표】영암군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산업별
2013 2014 2015 상반기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체 31 100 30.9 100 31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13 41.9 13.7 44.4 12.9 41.6

광공업 7.7 24.8 5.1 16.6 5.5 17.8

건설업 1.1 3.6 0.8 2.6 1 3.3

도·소매음식숙박업 3 9.7 3.2 10.4 3.5 11.3

전기·운수·통신 금융 1.2 3.9 1.3 4.2 1.3 4.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5 16.1 6.7 21.7 6.7 21.6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시군/산업별 취업자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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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는 2015년 30,500명으로 2014년 대비 400명이 

감소하였으나, 임금근로자는 800명 증가하였음.

【표】영암군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시도별 종사자지위별
2014 2015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영암군

계 30.9 100 30.5 100

임금근로자 14.1 45.6 14.9 48.9

상용근로자 10.1 33 11.4 37.4

임시,일용근로자 3.9 12.6 3.5 11.5

비임금근로자 16.8 54.4 15.6 51.1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취업자→행정구역(시군)/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라. 고용률

□ 연령별 고용률

❍ 2014년 대비 15세 이상 고용률은 0.4% 감소하였으며, 15세~29세 고용률은 

2.6% 상승함.

【표】영암군 연령별 고용률 현황 및 변화추이           

                                                        (단위 : %. %p) 

시도별 연령계층별 2014 2015 증감

영암군

계 65.1 64.7 -0.4

15 - 29세 32.9 35.5 2.6

30 - 49세 79.8 79.2 -0.6

50 - 64세 81.3 81.7 -0.4

65세 이상 53 50.6 -2.4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취업자→행정구역(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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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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명)

2. 부문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건)

‘16년 목표
예산(백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합계

총계 5,108 32,939 2,382 7,186 160 42,667

정부
부문

소계 3,608 7,387 2,382 7,186 160 17,115

직접일자리창출 2,851 6,592 2,175 6,854 160 15,780

직업능력개발훈련 200 494 84 130 708

고용서비스 400 - - 22 22

고용장려금 62 54 84 90 228

창업지원 45 234 39 88 36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 - - -

일자리 인프라 구축 50 13 - 2 15

민간
부문

소계 1,500 25,552 - - - 25,552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1,500 25,552 - - - 25,552

기타 -

‘15년 일자리 실적 ‘16년 일자리 목표 증감(률)

고용률
(15세-64세) 70.4 71 0.6

15세 이상 64.7 65.7 1

취업자 수(15세 이상) 30,500 32,000 1,500

상용근로자 수 11,400 12,000 60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5,760 26,10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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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예산 

(단위 : 억원, %)

※ 총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 

‘15년 ‘16년 ‘15년 대비 증감(률)

자치단체 총예산(a) 3,468 3,681

일자리사업예산(b)

국비 일자리사업예산(c)

지방비 일자리사업예산(d)

총예산 대비 일자리사업예산 
비중(b/ax100)

일자리사업예산 대비 지방비  
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d/b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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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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세부사업명 사 업 내용 목표 예산

계 2,851 15,780,224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 제공 24 101,664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 직무능력 습득사업 지원 9  162,117  
자원봉사코디네이킹 및 DB구축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12  53,218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공익, 복지, 교육) 594  1,142,000  
취약계층지원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업무 2  3,400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인턴도우미, 근로유지형) 25  278,017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 관리 13  94,056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의료급여 관리 1  41,28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취약계층 노인에게 가사,보호서비스 152  598,11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 대상 생활 관리 서비스 45  542,585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센터(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100  965,183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저소득층 대상 재가,가사,간병 서비스 11  99,662  
공공근로사업 정보화, 환경정화 등 80  326,612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인프라 개선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30  115,84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지원 14  166,802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관리 물가안정 모니터링 3  6,947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4  66,432  
지방행정 활동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90  130,248  
지방서무활동 지원 각종 통계조사 및 기록물관리 인력 1  22,652  
행정자료 관리 사업체, 광업제조업 등 조사 27  73,710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 출산휴가및육아휴직대체인력 15  180,829  
지방세 과표 현실화 개별주택가격 조사 12  50,134  
청사시설물관리 군 청사내 및 광장주변 청소 12  64,591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문화유적, 영암읍성 제초 작업 10  20,000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문화재 도난방지 및 관리 3  94,537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 관내 주요관광지 문화관광해설 16  23,100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영강사,안내요원,청소인부 5  79,207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운영 운영관리 및 청소인부 2  21,375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운영관리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환경정비 2  27,980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공설운동장 화장실 청소 1  7,236  
궁도장주변 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 청소 1  2,412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6  188,095  
영암도서관 운영 자료실 보조업무, 청소년 상담 및 선도 5  53,147  
삼호도서관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선도, 야간자료실 보조 4  34,944  
영암도서관 청사관리 도서관 환경정비 1  18,404  
삼호도서관 청사관리 도서관 환경정비 1  18,403  
왕인문해학교운영 노인대상 한글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5  288,000  
노인여가활동지원 노인 교육 운영 0  33,310  
여권분소 운영 여권발급 업무 1  25,091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12  138,220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 6  160,511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신축건물 및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정비 1  25,009  
기본경비(읍면소관) 삼호읍 민원업무 보조 1  25,009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18  225,240  



- 18 -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50  4,634,035  
드림스타트 운영 만12세이하 아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 3  69,000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33  270,93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방문 교육 서비스 8  80,29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  16,6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수준 진단 및 파견교육 1  25,776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0  0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1  15,155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  130,704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1  20,288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2  58,852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2  67,826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활동 2  60,562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지도사, 청사관리 요원 4  104,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문화체험, 학습지원 활동 등 3  69,572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사업 청소년 가족연계 서비스 전담 인력 7  204,000  
수질정화시설 운영 생태하천 잡초제거 4  5,000  
영산강부유쓰레기차단막 설치 및 수거 영산강변 부유쓰레기 수거 700  100,000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 그린환경센터 인부 1  17,364  
환경기초시설 운영 환경기초시설 잡초제거 4  3,500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운영 그린환경자원센터 반입 폐기물 감시 3  55,925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운영 대불매립장 반입 폐기물 감시 2  37,683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 분리·선별 4  78,386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행사장 및 피서지 생활폐기물 수거 4  4,300  
생활쓰레기수거처리(읍면소관) 영암호,영산호방조제,국도변 취약지, 시장쓰레기 등 수거 15  140,000  
야생동식물 보호원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감시 6  13,025  
불법폐기물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8  134,032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3  15,0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낚시터 환경정화 활동 2  30,000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농촌체험, 휴향마을 사무 관리 2    28,800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조사 13    2,581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 농촌체험, 휴향마을 운영 매니저  2    26,400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출산예정 농업인 지원 서비스 10    25,200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도시 숲 자원조사, 가로수 실태조사 1  14,256  
수목관리정비사업 수목관리전문작업단 운영 8  64,600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림 정비 및 정책 숲 가꾸기 18  224,275  
숲길체험지도사 숲길 안내, 숲길 현황 조사 등 1  13,980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숲가꾸기대상지조사 1  16,84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보조 1  16,101  
산촌생태마을 운영 산촌 생태마을 운영 관리 1  14,256  
산림욕장 조성 뱅뱅이골 기찬랜드 주변정비 2  5,300  
목공예 명예감시원 운영 목재 이용 명예 감시 1  4,920  
임도 조성 임도 관리원 4  15,600  
숲 유치원 운영 유아숲 체험 운영 1  11,700  
사방댐 조성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4  46,338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이용 목재 이용 명예 감시 1  4,920  
산불방지 대책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72  425,416  
예찰방제단 운영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2  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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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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료 품질 평가 관리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 1  14,000  
학산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학산 배수펌프장 스크린 정비 3  2,605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20  460,000  
보건행정운영 보건소 청사관리, 육야휴직 대체 인력 1  47,006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전문요원 2  51,248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 전문요원 1  31,622  
방역소독 방역소독 요원 운영 1  8,905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예방접종 대상별 DB관리 및 안내 1  23,644  
직영포장 운영 답작, 전작, 하우스 관리 운영 4  23,780  
청사관리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  20,100  
농업인상담소 운영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 상담 4  107,630  
국화축제 운영 국화작품 재배 및 전시회 운영 6  99,960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농업인상담소) 1  5,600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인력지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업무 지원 1  9,435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강소농 DB구축 1  6,398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임대 농기계 관리, 수리 5  137,360  
여성농업인 교육 농산물 가공교육실 운영 1  2,040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병해충 예방 및 생육 조사 1  10,440  
종합검정실 운영 토양 분석 보조, 토양 채취 3  63,849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새기술 실증시험 하우스관리 1  12,750  
조직배양실 운영 시료조직,계대배양등 2  40,200  
벼 전시포 운영 벼 비교품종 전시포 운영 2  1,020  
경제작물 실증포장 운영 경제작물 실증포장, 석회유황합제교육 제조실 운영 3  4,590  
배꽃 개약실 운영 석유유황합제 및 배꽃개약실 운영 2  2,040  
특용작물 육성 미생물배양센터, 특용작물등포장, 국화축제주전시관운영 10  5,865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유용 미생물 배양 및 공급 1  11,985  
유적지 관리 영월관, 매표소 운영 1  17,336  
유적지 시설물 정비 문화유적지내 환경정화 51  50,626  
고분군 관리 고분기 예취기 제초작업 8  8,960  
마한문화공원 관리 제초작업 및 남북초당 이엉잇기 10  9,520  
영암도기박물관 운영 박물관 환경정화 및 도기 생산 작업 22  57,172  
하정웅미술관 운영관리 하정웅 미술관 운영 1  17,780  
테크노폴리스  체육시설운영관리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 환경정비 4  9,632  
테크노폴리스 환경관리 산업단지 청소 5  79,136  
테크노폴리스 도로정비 인도 잡초제거 등 5  16,808  
테크노폴리스 가로수 관리 녹지 및 가로수 등 환경정비 6  22,411  
테크노폴리스 공원관리 테크노폴리스 공중화장실 정비 2  32,997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지원홍보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모터스포츠대회 지원 6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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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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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농업인상담소 운영 농민대상 농사상담 및 단체 학습 15 80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업인 대상 농업 기술 보급 및 교육 20 20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귀농·촌 등 전문농업기술 교육 20 120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조선현장 다기능 인력양성 사업 등 50 550

선취업 후진학 산학융합캠퍼스와 연계한 실무,실습 30 -

여성능력개발교육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과정, 15 12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40 300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300 10

취업상담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구인·구직자 연계 및 일자리 상담 100 12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중소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
42 168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훈련 수료자중 취업자 장려금

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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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창업지원

  □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 

   ○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 지역특화 상품을 활용한 내실있는 마을기업 육성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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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단위 공동체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판매 지원 15 50

소상공인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등 지원 10 20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 전문교육 및 창업 현장실습 20 100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일자리 전담팀 일자리전담조직 2팀 7명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정기 운영 및 워크샵

분기 1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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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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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국립종자원 벼종자 정선시설  국립종자원 벼종자 정선시설 공사 추진 1200 25,000

기업투자유치 우량기업 유치 30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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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대표사업

구분 대표 단위사업명

정부
부문

 1. 직접일자리창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 고용서비스   영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4. 고용장려금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5. 창업지원   농·산업육성 지원센터 설치 운영

 7. 일자리 인프라구축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운영

민간
부문

 9.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국립종자원 벼종자 정선시설 공사 추진 

 10. 기타 영암특화농공단지 활성화 MOU기업 입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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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목적

○ 노령인구 증가와 소외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추진배경

○ 노령인구 지속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사전 해결

○ 취약계층 여성 등에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사업(공익, 복지, 교육 등) : 594명 1,142백만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사, 보호서비스) : 152명 598백만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생활관리 서비스) : 45명 543백만원 

  □ 기대효과

○ 사회참여를 통한 노인복지 및 노인질병 예방

   ○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관심도 제고 및 해법 제시

【‘16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791

사
업
비

계 2,283

국  비 1,315

지방비
도  비 388

군  비 580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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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 사업목적

○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중기 맞춤형 일자리 구축

  □ 추진배경
○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한 조선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사업내용

  □ 기대효과

○ 대불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지원 체계 확립으로 
      지역고용 안정화에 기여

【‘16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52명

사
업
비

계 390

국  비 350

지방비
도  비 -

군  비 40

민자 -

과 정 명 훈련인원 수료목표 취업목표 비고
조선현장 다기능 인력양성 20명 16명 13명
다기능 전문 정비기술자 20명 16명 13명
성공적 직업인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20명 16명 13명
조선 구조물 조립 및 운송 20명 16명 13명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60명 48명 -

계 80명 64명(80%) 52명(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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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m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제고

 □ 추진배경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 : 오피스 마스터, 단체급식조리사양성, 실버케어관리사양성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장적응 지원 및 복귀 프로그램 지원 등

○ 새일여성인턴 연계사업 : 여성인턴채용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취업설계사 운영 등

 □ 기대효과

○ 맞춤형 직무능력 개발과 교육훈련으로 여성 잠재인력 재취업 
      자립기반 확보

【‘16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사
업
비

계 400

국  비 330

지방비
도  비 35

군  비 35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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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불국가산단 조선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급에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추진배경
○ 구직자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기근속 유도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15 ~ ’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훈련

수료자중 취업한자   

○ 사업내용 : 취업장려금 지원 

 
□ 기대효과

○ 지역 실직자들의 재취업 의지 제고 및 취업자들의 직장적응과 

장기근속으로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개선 

【‘16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20

사
업
비

계 60

국  비 54

지방비
도  비 -

군  비 6

민자 -

지원기간 지원액 지원금액 목표 인원 비고

최대 6개월 월50만원 1인 300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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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년사업가 창업 지원

 □ 사업목적

○ 농업의 혁신과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력 육성

 □ 추진배경

○ 비즈니스 역량 갖춘 청년 창업농 발굴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

 □ 사업내용 : 창업지원(1경영체, 20백만원 지원)

   ○ 신규창업 및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청년 모집

○ 사획계획서 접수 및 심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육

○ 사업수행 및 컨설팅 

 

□ 기대효과

○ 청년 창업농 발굴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

【‘16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1경영체

사
업
비

계 20

국  비

지방비
도  비 20

군  비 -

민자 -



- 29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지역 노사관계 발전, 지역일자 창출 및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안정 도모

 □ 추진배경

○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노·사·민·정의 상생협력 필요

○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노사갈등 사전 예방

 □ 사업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활성화 : 분기1회   

○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등 상호교류 활동 지원

○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30백만원

 
□ 기대효과

○ 상생의 선진노사관계 정립으로 사회안정 도모 및 다양한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 개발

【‘16년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도  비

군  비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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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벼종자 정선시설 추진 

□ 사업목적

○ 벼 종자 보급종 생산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

□ 추진배경

○ 벼 종자 정선시설 유치로 관내 벼재배농가의 고품질 보급종 공급확대

□ 사업내용

○ 국립종자원 벼 종자 정선시설

- 위    치 :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40-1번지외 14필지(31,764㎡)

- 사업내용 : 종자 건조, 정선, 소독시설, 청사 및 관리동 신축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기대효과

○ 벼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보급종 계약재배로 농업소득증대

   ○ 정선시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대

【‘16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성과목표 1개소

사
업
비

계 25,000

국  비 25,000

지방비
도  비 -

군  비 -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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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특화농공단지 활성화 MOU기업 입주 실현

□ 사업목적

○ MOU기업 입주실현으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 농공단지 활성화

□ 추진배경

○ 기업하기좋은 시설 확충으로 기업유치 및 향토기업으로 정착 유도

□ 사업내용

○ 영암특화농공단지 특화단지 조성(116,311㎡) 및 분양

- 식품제조업 : 18개블럭 71,646㎡/ 기타제조업 : 2개블럭 8,997㎡

○ 입주희망기업 발굴 및 MOU 체결 : 9개기업/ 14블럭

○ MOU체결기업 입주실현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사업 : 1,060백만원

□ 기대효과

○ 신규고용창출 약 600명, 정주 및 유동인구 증대로 영암읍 상권활력

【‘16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성과목표

사
업
비

계 11,200

국  비 2,463

지방비
도  비 176

군  비 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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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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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