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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1.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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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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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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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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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일자리 실적 ‘17년 일자리 목표 증감(률)

고용률
(15세-64세) 70.4 71 0.6

15세 이상 64.7 66.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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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목표
예산(백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합계

총계 5,937 35,301 2,506 7,357 160 45,324

정부
부문

소계 4,437 9,749 2,506 7,357 160 19,772

직접일자리창출 3,693 7,601 2,175 6,854 160 16,790

직업능력개발훈련 160 1,281 98 128 1,507

고용서비스 440 - - 106 106

고용장려금 46 192 192 384

창업지원 48 854 41 75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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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반영

‘17. 1.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의견수렴 11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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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3. 직접지원 일자리사업추진 계획수립 실과소 읍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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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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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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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토지이용현황은 비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88.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0.1%, 공업지역이 2.4%임

[표 3] 영암군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2. 인구변화 및 구조

□ 전국대비 인구규모

❍ 2016년 말 기준 영암군의 인구는 58,137명이며, 세대수는 27,242세대임

- 전라남도 인구 1,908,996명의 3%를 차지하고 있음

【표】영암군 주민등록인구 현황(2016.12.31일 기준)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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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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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 분
인  구  수

비고
계 남 여 비 율

전    국 51,696,216 25,827,594 25,868,622

전라남도 1,903,914 951,889 952,025 3.7 전국인구대비

영 암 군 57,045 29,253 27,792 3 전남인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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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영암군의 총 인구는 57,045명이며 남자 29,253명, 여자 27,792명으로 

남자 인구비율이 더 높음.

【표】영암군 성별,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0     
 (단위 : 명, %)

시도별 성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계 59,997 59,061 58,852 58,137 57,045

남자 30,580 30,083 30,029 29,713 29,253
여자 29,417 28,978 28,823 28,424 27,792

14세 이하
계 8,823 8,377 8,030 7,641 7,135

남자 4,515 4,328 4,166 3,970 3,720
여자 3,633 4,049 3,864 3,671 3,415

15 ~ 29세
계 9,206 8,,778 8,800 8,600 8,368

남자 4,997 4,725 4,710 4,609 4,535
여자 4,,209 4,053 4,090 3,991 3,833

30 ~ 39세
계 8,248 7,889 7,587 7,219 6,650

남자 4,755 4,520 4,356 4,135 3,791
여자 3,493 3,369 3,231 3,084 2,859

40 ~ 49세
계 8,894 8,793 8,745 8,623 8,395

남자 5,282 5,183 5,156 5,092 4,960
여자 3,612 3,610 3,589 3,531 3,435

50 ~ 59세
계 8,437 8,801 9,024 9,118 9,263

남자 4,446 4,706 4,921 5,039 5,171
여자 3,991 4,095 4,103 4,079 4,092

60세 이상
계 16,389 16,423 16,666 16,936 17,234

남자 6,585 6,621 6,720 6,868 7,076
여자 9,804 9,802 9,946 10,068 10,158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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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

시도별 성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인구 계 59,997 59,061 58,852 58,137 57,045

65세 이상
인구 12,994 13,087 13,315 13,459 13,574

비중 21.6 22.1 22.6 23.1 23.7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

http://rcps.egov.go.kr
http://rcps.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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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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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암군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규   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5 2016 2015 2016

전    체
3,933 4,476 33,985 37,658

100 100 100 100

주력산업 합계
2,068 2,480 26,707 30,125

52.5 55.4 78.5 79.9

제조업
695 815 19,386 21,537

17.6 18.2 57.0 57.1

건설업
182 268 1,606 1,993

4.6 5.9 4.7 5.2

도매 및 소매업
909 1,091 2,248 3,295

23.1 24.3 6.6 8.7

교육서비스업
137 146 1,876 1,662

3.4 3.2 5.5 4.4

보건·사회복지사업
145 160 1,591 1,638

3.6 3.5 4.6 4.3

※ 영암통계연보(2016 )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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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장 구조

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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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고용률은 약 4%가량 감소하였음

【표】영암군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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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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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하반기 2016년하반기 증감(률)

영암군

15세이상 인구 47.1 46.8 - 0.3
경제활동인구 30.7 31.0 0.3

취업자 30.5 30.5 -
경제활동참가율 65.2 66.4 1.2

고용률(15세-64세 기준) 70.4 70.6 0.2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64.7 65.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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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 2015 2016 평균증감률
(‘14~16)

15세이상 인구

계 47.4 47.1 46.8

남자 23.7 23.6 23.6

여자 23.7 23.4 23.2

경제활동인구

계 31.0 30.7 31.0

남자 18.2 18.4 18.2

여자 12.8 12.4 12.9

비경제활동인구

계 16.4 16.4 15.7

남자 5.5 5.3 5.4

여자 10.9 11.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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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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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암군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자료 : KOSIS 성별경제활동인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증감률
(‘12~16)

합계 31.0 30.9 30.5 30.5

성별
남 18.9 18.1 18.3 17.8

여 12.2 12.7 12.2 12.6

연령별

15~29세 2.7 2.5 2.7 2.5

30~49세 11.7 11.8 11.3 10.7

50세이상 16.6 16.5 16.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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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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영암군

계 30.5 100 30.5 100

남자 18.3 60 17.9 59

여자 12.2 40 12.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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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별 취업자 수 

❍ 영암군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표】영암군 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시도별 연령계층별
2015 2016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영암군

계 30.5 100 30.5 100

15-29세 2.5 8.1 2.7 8.8

30-49세 10.7 35 11.3 37

50~64세 10.2 33.4 9.6 31.4

65세 이상 7.2 23.6 6.9 22.6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고용조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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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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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암군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산업별
2014 2015 2016상반기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체 30.8 100 31.0 100 30.4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12.9 41.8 12.9 41.6 13.1 43.1

광공업 6.3 20.4 5.5 17.7 5.7 18.7

건설업 0.9 2.9 1.0 3.2 0.9 2.9

도·소매음식숙박업 3.3 10.7 3.5 11.3 3.1 10.1

전기·운수·통신
금융 1.3 4.2 1.3 4.2 1.2 3.9

사업·개인·공공서
비스 및 기타 6.0 19.4 6.7 20.6 6.4 21

  자료 : KOSIS 산업별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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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영암군

계 30.5 100 30.5 100

    임금근로자 14.9 48.8 14.6 47.8

상용근로자 11.4 37.3 10.8 35.4

임시,일용근로자 3.5 11.4 3.7 12.1

비임금근로자 15.6 51.1 15.9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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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암군 연령별 고용률 현황 및 변화추이

 (단위 : %. %p)

시도별 연령계층별 2014 2015 2016
평균증감률
(‘14~16)

영암군

계 65.1 64.7 65.3

15 - 29세 32.9 35.5 33.0

30 - 49세 79.8 79.2 78.6

50 - 64세 81.3 81.7 84.8

65세 이상 53.0 50.6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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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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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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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증감률
(‘12`~16)

총예산(a) 336 320 354

재정자립도(b) 20.3 18.9 16.7 13.7

재정자주도(c) 64.6 61.7 59.6 58.8

일자리사업예산(d) 7 13 17

일자리사업예산비중
(d/ax100) 2.1 4.1 4.8

공무원 정원 659 659 659

일자리담당 공무원 수 25 25 25

【표】재정 및 행정여건 지표 (자립,자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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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목표
예산(백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합계

총계 5,937 35,301 2,506 7,357 160 45,324

정부
부문

소계 4,437 9,749 2,506 7,357 160 19,772

직접일자리창출 3,693 7,601 2,175 6,854 160 16,790

직업능력개발훈련 160 1,281 98 128 1,507

고용서비스 440 - - 106 106

고용장려금 46 192 192 384

창업지원 48 854 41 75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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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6년 일자리 실적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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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16년 대비 증감(률)

자치단체 총예산(a) 3,674 -2.1

일자리사업예산(b) 453 49.7

국비 일자리사업예산(c) 353 14.5

지방비 일자리사업예산(d)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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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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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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목표 예산

계 3,693 16,790,034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 제공 15 68,040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 직무능력 습득사업 지원 9  172,881
자원봉사코디네이킹 및 DB구축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2 57,656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공익, 복지, 교육) 610 1,346,732  
취약계층지원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업무 1 1,750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인턴도우미, 근로유지형) 15 210,100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 관리 3 102,972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의료급여 관리 1 40,79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취약계층 노인에게 가사,보호서비스 152 770,3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 대상 생활 관리 서비스 45 566,521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센터(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91 1,162,216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저소득층 대상 재가,가사,간병 서비스 9 79,286
공공근로사업 정보화, 환경정화 등 90 321,430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인프라 개선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30 82,299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지원 261,158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관리 물가안정 모니터링 3 7,45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4 62,158
지방행정 활동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60 103,520
행정자료 관리 사업체, 광업제조업 등 조사 37 45,069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 출산휴가및육아휴직대체인력 20 182,112
지방세 과표 현실화 개별주택가격 조사 14 35,823
청사시설물관리 군 청사내 및 광장주변 청소 12 65,447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문화유적, 영암읍성 제초 작업 4 23,000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 78,396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 관내 주요관광지 문화관광해설 5 69,900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영강사,안내요원,청소인부 7 204,139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운영 운영관리 및 청소인부 0 0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운영관리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환경정비 2 22,800
궁도장주변 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 청소 2 3,588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5 160,580 
영암도서관 운영 자료실 보조업무, 청소년 상담 및 선도 7 97,482 
삼호도서관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선도, 야간자료실 보조 6 77,697 
영암도서관 청사관리 도서관 환경정비 5 31,801 
삼호도서관 청사관리 도서관 환경정비 2 39,570 
왕인문해학교운영 노인대상 한글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700 409,260 
노인여가활동지원 노인 교육 운영 40,710 
여권분소 운영 여권발급 업무 1 25,455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11 140,150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 6 152,209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신축건물 및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정비 1 25,349 
기본경비(읍면소관) 삼호읍 민원업무 보조 1 25,372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18 215,045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61 3,998,454
드림스타트 운영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3 11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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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운영 사례관리 3 78,270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가정 친정방문 추진 및 지원워크숍 8 301,307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 17,23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수준 진단 및 파견교육 1 29,456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1 22,162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1 13,545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 1,750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1 21,832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2 62,544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117,106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활동 2 56,660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지도사, 청사관리 요원 4 217,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문화체험, 학습지원 활동 등 3 7,200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사업 청소년 가족연계 서비스 전담 인력 8 211,280 
수질정화시설 운영 생태하천 잡초제거 10 3,106 
영산강부유쓰레기차단막 설치 및 수거 영산강변 부유쓰레기 수거 6 10,235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 그린환경센터 인부 1 17,62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1 10,0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낚시터 환경정화 3 28,000
불법폐기물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8 143,526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운영 3 58,447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운영 대불매립장 반입 폐기물 감시 2 40,829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 분리·선별 5 103,987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행사장 및 피서지 생활폐기물 수거 2 5,233 
생활쓰레기수거처리(읍면소관) 영암호,영산호방조제,국도변 취약지, 시장쓰레기 등 수거 21 248,691 
야생동식물 보호원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감시 3 13,976 
불법폐기물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8 143,526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농촌체험, 휴향마을 사무 관리 3 41,520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조사 11 25,817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 농촌체험, 휴향마을 운영 매니저 1 14,400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출산예정 농업인 지원 서비스 20 56,000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도시 숲 자원조사, 가로수 실태조사 1 16,110
공공산림가꾸기 산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및 자원조사 10 185,529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 숲길체험 지도 및 도시녹지관리 2 31,944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1 15,450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1 11,15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보조 1 19,796
산림욕장 조성 뱅뱅이골 기찬랜드 주변정비 10 22,744
목공예 명예감시원 운영 목재 이용 명예 감시 1 4,920
임도 시설사업 임도 관리원 2 15,600
숲 유치원 운영 유아숲 체험 운영 1 12,000
산불방지 대책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52 350,601
예찰방제단 운영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2 34,720
조사료 품질 평가 관리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 1 14,000
도로교통량 조사지원 도로교통량 조사 43 6,678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20 479,399
학산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배스펌프장 스크린 청소 3 2,640
보건행정운영 보건소 청사관리, 육야휴직 대체 인력 5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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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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 전문요원 2 41,700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 전문요원 1 31,622
방역소독 방역소독 요원 운영 1 9,566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예방접종 대상별 DB관리 및 안내 1 29,689
직영포장 운영 답작, 전작, 하우스 관리 운영 3 24,025 
청사관리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 20,083 
농업인상담소 운영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 상담 5 119,030 
국화축제 운영 국화작품 재배 및 전시회 운영 6 49,690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농업인상담소) 4 5,600 
농산업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운영 농산업창업육성센터 설치 운영 255,000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강소농 DB구축 1 10,000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임대 농기계 관리, 수리 8 173,440 
여성농업인 교육 농산물 가공교육실 운영 2,071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병해충 예방 및 생육 조사 1 10,578 
종합검정실 운영 토양 분석 보조, 토양 채취 2 22,000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새기술 실증시험 하우스관리 1 12,940 
조직배양실 운영 시료조직,계대배양등 2 40,965 
벼 전시포 운영 벼 비교품종 전시포 운영 2 1,036 
경제작물 실증포장 운영 경제작물 실증포장, 석회유황합제교육 제조실 운영 3 4,659 
배꽃 개약실 운영 석유유황합제 및 배꽃개약실 운영 2 2,071 
특용작물 육성 미생물배양센터, 특용작물등포장, 국화축제주전시관운영 5 6,470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유용 미생물 배양 및 공급 2 19,175 
유적지 관리 영월관, 매표소 운영 1 21,649 
유적지 시설물 정비 문화유적지내 환경정화 11 87,555 
국민체육센터운영 수영강사 및 안내요원 및 청소 10 204,439
영암도기박물관 운영 박물관 환경정화 및 도기 생산 작업 12 91,103 
하정웅미술관 운영관리 하정웅 미술관 운영 1 22,819 
테크노폴리스  체육시설운영관리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 환경정비 8 10,089 
테크노폴리스 환경관리 산업단지 청소 5 82,691 
테크노폴리스 도로정비 인도 잡초제거 등 5 39,500 
테크노폴리스 가로수 관리 녹지 및 가로수 등 환경정비 5 40,000 
테크노폴리스 공원관리 테크노폴리스 공중화장실 정비 4 66,154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지원홍보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모터스포츠대회 지원 5,000 

- 24 -

- 현장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훈련기관을 이용한 지역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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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창업육성지원센터 운영 농산업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15 255

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0 50

농업인 정보화 활력증진 농정시책 및 귀농기초, 농업인의식교육 10 7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조선현장 다기능 인력양성 사업 등 50 821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취업설계사 운영 및 구인처발굴 동행면접 45 372

다문화 가족지원 다문화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 20 2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250 2
취업상담센터 운영 구인·구직자 연계 및 일자리 상담 150 1

대학생 아르바이트(직장 체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40 103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중소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금 4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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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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및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지원

3 260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조선업 퇴직자 창농 및 창업 지원 30 640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정기 운영 및 워크샵

분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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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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 신규산단조성으로 기업유치 1개소 3

기업투자유치 우량기업 유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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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대표사업

구분 대표 단위사업명

정부
부문

 1. 직접일자리창출  1. 1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2. 직업능력개발훈련
 2. 1 조선업 희망센터사업(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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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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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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20명

사
업
비

계 479

국  비 -

지방비
도 비 -

시․군비 479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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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 부문

 사업명 : 조선업 희망센터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 사업목적

○ 조선업종 퇴직자를 위한 창업‧창농 교육 및 그 가족을 위한 놀이
방‧공부방 운영 사업

  □ 추진배경

○ 조선업 위기로 인한 조선업종 퇴직자의 창업 및 창농을 지원하며

      그 가족을 위한 공부방과 놀이방 운영

  □ 사업내용

○ 퇴직의 직업훈련과정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업 지원 사업

  □ 기대효과

○ 조선업 퇴직자의 창업 및 창농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17년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40명

사
업
비

계 821

국  비 821

지방비
도  비 -

군  비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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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 부문

 사업명 :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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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성과목표 40

사
업
비

계 511

국  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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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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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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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성과목표 104

사
업
비

계

국  비 56

지방비
도  비 27

군  비 4

민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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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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