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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

1.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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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노사민정

고용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근로자 복지증진

○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근로자의 날 한마음행사 지원

○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 

○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농업과 산단이 공존하는 

지역여건에 맞는 

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 

직종간 미스매치 해소

및 구직자의 직업능력 

다양화

 ○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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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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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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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여건

‘17년 동향

공

통

인구(명) 및

인구구성

○ 2017. 12. 31일 기준 인구수

 - 55,616명(남 28,502, 여 27,114)

 - 14세 이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3,777명으로      

  22.77%에 달해 고령화현상이 뚜렷함

예산(백만원)

합계 국비 (광역)시도비 (기초)시군구비

394,399 136,484 23,029 234,826

일자리예산
(백만원)

합계 국비 (광역)시도비 (기초)시군구비

16,197 5,690 2,092 8,415

고

용

○ ’17년 하반기 기준 연령별 고용률

 - (15~64세)고용률 60.8%/ (15~29세)청년고용률 28.6%/ (50~64세)장년고용률 78.2%  

○ 50세 이상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7년 산업별 취업자 수

 - 농림어업 12.7천명 / 광공업 4.4천명 / 도소매음식숙박업 3.3천명 / 사업개인서비스 6.6천명

산

업

○ 1차산업 38%, 2차산업 36%, 3차산업 26%

 - 농림어업 등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

3. 공통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

구분 ’17년 일자리 실적 ’18년 일자리 목표 증감(률)

고용률

15세-64세 66.3 67.3 1

15세 이상 60.8 61.8 1

청년 28.6 29.6 1

여성 47.1 48.1 1

취업자 수(15세 이상) 28.6 29.6 1

상용근로자 수 47.1 48.1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700 31,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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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문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백만원)

 * 민간: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등 

부문
‘18년 목표

(인원)

예산(천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계 2,560 16,206 5,690 2,205 8,538

공공

소계 2,060 16,197 5,690 2,092 8,415

 직접일자리창출 1,429 7,925 3,372 988 3,565

 직업능력개발훈련 203 759 509 72 178

 고용서비스 70 335 215 58 62

 고용장려금 63 196 - 189 7

 창업지원 40 1,284 425 429 430

 일자리 인프라 구축 1 4 4 - -

 기타 254 5,694 1,165 356 4,173

민간
소계 500 10 - 113 123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500 10 - 11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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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 여건 분석

1. 지리적 특성

□ 위치

○ 영암군은 국토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서로는 목포시․무안군, 북으로는 

나주시, 동으로는 장흥군․화순군, 남으로는 해남군․강진군과 접해 

있으며 서부지역이 영산강과 인접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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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까지 38㎞, 나주시까지는 25㎞의 거리에 위치함

□ 면적 : 604.17km2(전라남도의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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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평평야, 지남평야 등이 있으며 

군의 전체적인 지형은 동남부가 높고 서북부지역이 낮음

□ 도시기반 및 교통여건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의 37.9%가 임야이며,

답이 26.55%, 전이 9.96%임

 [표 1] 영암군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분 계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면적 604.2 14.26 60.19 160.39 228.99 140.37

구성비 100 2.36 9.96 26.55 37.9 23.23

※ 영암군 통계연보(2017년) - 토지 및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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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변화 및 구조

□ 전국대비 인구규모

○ 2017년 말 기준 영암군의 인구는 55,616명이며, 세대수는 26,885세대임

- 전라남도 인구 1,896,424명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영암군 주민등록인구 현황(2017. 12. 31일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비율

전국 51,778,544 25,855,919 25,922,625

전라남도 1,896,424 948,290 948,134 3.66 전국인구대비

영암군 55,616 28,502 27,114 2.86 전남인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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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영암군의 총 인구는 55,616명이며 지난 5년간 약 3,500여명이 감소함

○ 영암군의 인구는 남자 28,502명, 여자 27,114명으로 남자 인구비율이 더 높음

[표 3] 영암군 성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단위 : 명)

연령별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계 59,061 58,852 58,137 57,045 55,616

남자 30,083 30,029 29,713 29,253 28,502

여자 28,978 28,823 28,424 27,792 27,114

14세 이하

계 8,377 8,030 7,641 7,135 6,598

남자 4,328 4,166 3,970 3,720 3,430

여자 4,049 3,864 3,671 3,415 3,168

15 ~ 29세

계 8,,778 8,800 8,600 8,368 8,056

남자 4,725 4,710 4,609 4,535 4,359

여자 4,053 4,090 3,991 3,833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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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영암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22.1%, 2014년 22.6%, 2015년 23.1%, 2016년 23.7%, 2017년 

24.8%로 지난 5년간 점점 증가하고 있음

  [표 4] 영암군 65세 이상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인구수 59,061 58,852 58,137 57,045 55,616

65세 이상 13,087 13,315 13,459 13,574 13,777

비중 22.1 22.6 23.1 23.7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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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9세

계 7,889 7,587 7,219 6,650 6,021

남자 4,520 4,356 4,135 3,791 3,411

여자 3,369 3,231 3,084 2,859 2,610

40 ~ 49세

계 8,793 8,745 8,623 8,395 8,101

남자 5,183 5,156 5,092 4,960 4,774

여자 3,610 3,589 3,531 3,435 3,327

50 ~ 59세

계 8,801 9,024 9,118 9,263 9,305

남자 4,706 4,921 5,039 5,171 5,252

여자 4,095 4,103 4,079 4,092 4,053

60세 이상

계 16,423 16,666 16,936 17,234 17,535

남자 6,621 6,720 6,868 7,076 7,276

여자 9,802 9,946 10,068 10,158 10,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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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사업체 수는 2012년 3,723개에서 2016년 4,518개로 증가함

-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2012년 865개에서 2016년 

1,134개로 증가함

○ 산업별 종사자 현황

- 영암군의 산업별 종사자수는 2012년 31,225명에서 2016년 35,710명으로 증가함

-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으로 2012년 24,607명에서 2016년 

27,552명으로 증가함

  [표 5] 영암군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규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 2016 2012 2016

전체 3,723 4,518 31,225 35,710

주력산업 1,892 2,515 24,607 27,552

제조업 623 776 17,564 17,627

건설업 131 285 1,814 3,764

도매 및 소매업 865 1,134 2,120 2,689

교육서비스업 144 141 1,881 1,610

보건·사회복지사업 129 179 1,228 1,862

※ 영암군 통계연보(2017년)→ 사업체 →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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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장 구조

□ 경제활동인구

○ 영암군의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35,700명에서 2017년 31,6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은 6% 감소함

[표 6] 영암군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52.5 50.5 -2

경제활동인구 35.7 31.6 -4.1

취업자 35.1 30.7 -4.4

경제활동참가율 68.1 62.5 -4.1

고용률
(15~64세 기준) 71.4 66.3 -5.1

고용률
(15세 이상 기준)

66.8 6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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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 영암군 성별 취업자 수는 남자 취업자 수가 여성 취업자 수보다 높음

○ 영암군 연령별 취업자 수는 50세 이상이 15,200명으로 가장 많음

[표7] 영암군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6 2017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성별

계 35.7 100 31.6 100

남 22.1 61.9 20.0 63.3

여 13.7 39.1 11.6 36.7

연령별

계 28.6 100 25.9 100

15 ~ 29세 2.4 8.39 2.0 7.72

30 ~ 49세 9.9 34.62 8.7 33.6

50세 이상 16.3 56.99 15.2 58.68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성별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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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별 취업자 수

○ 영암군 종사자별 취업자 수는 비임금근로자가 46.57%로 하락추세이며 

상용근로자수는 11,600명으로 감소함

[표 8] 영암군 종사자별 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6 2017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계 35.1 100 30.7 100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3.9 39.6 11.6 37.79

임시, 일용근로자 4.5 12.82 4.8 15.64

비임금근로자 16.7 47.58 14.3 46.57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종사자별 취업자

□ 고용률

○ 영암군 연령별 고용률은 30~49세와 50~64세의 청·장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10] 영암군 연령별 고용률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5 2016 2017

계 66.9 66.8 60.8

15 ~ 29세 43.9 39.4 28.6

30 ~ 49세 80.5 79.6 77.8

50 ~ 64세 81.9 84.9 78.2

65세 이상 50.6 52.5 44.8

※ KOSIS 주제별 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지역별고용조사→성별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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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전략

1. 일자리 창출 비전

  30개 기업유치, 취업자수 31,007명, 고용률 67.3% 달성

일자리창출

 • 국내․외 30개 기업 투자유치

 • 사회적기업 활성화

 • 지역 특산물 상품화

 •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해소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대책마련

 • 취업 정보의 종합적, 능동적 제공

 • 일자리지원센터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지역특화 직업훈련추진

 • 선취업, 후진학 직업훈련운영

 • 취약계층 대상직업훈련 강화

 • 청년층 능력개발 프로그램운영

 • 여성능력개발교육

 •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농업인 맞춤형 교육

일자리인프라 구축

 • 일자리 조직․추진체계 정비

 • 정보인프라 구축

 • 산․학․관 연계 방안모색, 업무 협약체결

 • 구인․구직 인력DB구축

지역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노․사․정 협의회 운영

 • 산단 경영자 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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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전략

3. 민선6기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공통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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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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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증가한 70.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15~64세의 경우 2014년 고용률 71%에서 2018년 74%로 3%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5년간 목표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를 전체 취업자 목표의 35%이상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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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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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자리 목표

1. 공통 일자리 목표

(단위 : %, 명)

 * 증감(률): 전년도 일자리실적 대비 현년도 일자리 목표

2. 부문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7년 일자리 실적 ‘18년 일자리 목표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증감(률)

고용률

15세-64세 71 66.3 -4.7 67.3 1

15세 이상 65.7 60.8 -4.9 61.8 1

청년 - 28.6 - 29.6 1

여성 - 47.1 - 48.1 1

취업자 수(15세 이상) 32,000 30,700 -4.06 31,007 1

상용근로자 수 12,000 11,600 -3.33 11,716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6,100 21,177 -18.86 21,389 1

부문
‘18년 목표

(인원)

예산(천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계 2,560 16,206 5,690 2,205 8,538

공공

소계 2,060 16,197 5,690 2,092 8,415

 직접일자리창출 1,429 7,925 3,372 988 3,565

 직업능력개발훈련 203 759 509 72 178

 고용서비스 70 335 215 58 62

 고용장려금 63 196 - 189 7

 창업지원 40 1,284 425 429 430

 일자리 인프라 구축 1 4 4 - -

 기타 254 5,694 1,165 356 4,173

민간
소계 500 10 - 113 123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500 10 - 11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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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계획

1. 공공부문

 가. 기본방향

□ 지역별 특성을 활용하여 공동체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 유도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적합형 직업훈련 추진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마련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전담부서 구성 및 예산 확보 노력

○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나. 사업계획 

1) 직접일자리창출

□ 목  표 : 1,429명

□ 예산액 : 7,925백만원(국 3,372 도 988 군 3,565)

□ 내   용

○ 직접일자리창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속가능하도록 추진

- 지역특산물상품화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성위주의 사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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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시적 사업을 지양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직업체험성격을 

강화하는 사업 위주로 발굴·육성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합계 1,429 7,925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환경미화)
27 143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591 1,594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80 1,32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
49 704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애인, 중증질환자, 조손가정에

 가사간병 서비스지원
9 184 

물가안정모니터요원관리 물가동향보고 3 9 

계량기 검사 관리 　 2 4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90 388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32 96

지방행정활동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85 181

관광영암 홍보 상대포 왕인호 관리 1 3

단체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주요 관광지 외국어서비스 지원 1 5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문화유적 및 영암읍성 제초작업 19 26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문화재안전경비 3 82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1 16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생태하천 잡초제거 4 4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및 수거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및 수거 6 11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읍면소관)
국도변 취약지 쓰레기 수거 등 21 294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감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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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11 240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영산강 부유쓰레기 상습적체지역

 쓰레기 수거
1 1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영암방조제 및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 일원 쓰레기 수거
2 20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대상지번을 방문하여 

농지상태 및 실경작 여부 확인
11 26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으로 조리중인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각종 농작업을 대행
5 17

수목관리 정비사업 수목관리 정비 7 153

정책숲 가꾸기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9 162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13 237

산림도우미 지원 도시 녹지관리, 숲길체험지도 2 37

임도시설사업 임도 점검, 보수, 주변 정비 2 16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목재의  규격·품질·유통사항 점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감시원 운영
1 5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 산불취약지점검 순찰 40 351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산림병해충예찰, 시료 검경 등 2 41

삼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사방시설 및 재해위험지 점검, 주변정비 4 25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조사료 품질검사 및 생산량 조사 12 37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AI 방역초소 민간인 근무 10 120

도로교통량 조사지원 교통량조사(군도·지방도) 177 11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클리닉사업 5 36

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6 170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강사료 13 100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관리사업 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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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훈련

□ 목  표 : 203명

□ 예산액 : 758백만원(국 509 도 72 군 178)

□ 내   용

방역소독  방역소독 업무수행 12 74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결핵관리사업 수행 1 34

전염병감시 전담요원  감염병 감시 업무 수행 1 22

직영포장운영 답작, 전작, 하우스 관리 운영 4 27

전남체전 꽃묘육성 읍면시가지 경관조성 꽃묘육성 1 12

국화축제 작품 전시 국화작품 재배 및 전시회 운영 9 114

지역특화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력지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업무 지원 1 10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임대 농기계 관리, 수리 7 119

여성농업인 교육 농산물 가공교육실 운영 1 2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무화과 연구사업 추진 1 5

고소득 특화작목연구개발 새기술 실증시험 하우스관리 2 48

테크노폴리스 환경관리 대로변, 공한지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8 98

테크노폴리스 도로정비 인도변 풀베기 및 토사제거 작업 5 73

테크노폴리스 가로수관리 부정아 제거 등 가로수 관리작업 4 50

테크노폴리스 공원관리 공원 풀베기 등 공원 관리작업 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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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청년층 능력개발 프로그램

-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실습·실무 교육 강화

- 현장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훈련기관을 이용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단위 : 명, 백만원)

3) 고용서비스

□ 목  표 : 70명

□ 예산액 : 335백만원(국 215 도 58 군 62)

□ 내   용

○ 취업상담 도우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내실있는 취업박람회 개최

- 취업상담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 및 일자리 연계

(단위 : 명, 벡민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합계 203 759

자동차 관련 직업훈련교육 자동차 튜닝 부품 설계
및 제조 전문 인력 양성

10 12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대불산단 고용활성화 및 환경개선,
영암지역 실업극복 및 고용활성화

73 566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사업 다문화여성 산모도우미 양성 20 3

은퇴자 역량강화사업
요양보호사, 도장(타일)전문시공사, 

천연염색기술전수 등 80 40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 28 30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합계 7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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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장려금

□ 목  표 : 63명

□ 예산액 : 196백만원(도 189 군 7)

□ 내   용

○ 중소기업 등에 인턴·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 40~5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취업 중장년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단위 : 명, 백만원)

5) 창업지원

□ 목  표 : 40명

□ 예산액 : 1,284백만원(국 425 도 429 군 430)

□ 내   용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사업콘텐츠 개발지원 등을 통한 창업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구인·구직자 연계 20 4

새일센터 지정 운영 취업상담 및 일자리 연계 50 331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합계 63 196

청년인턴사업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 시
기업과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지급

54 189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관내 중소기업이 중장년 고용 시
기업과 청년에게 장려금 지급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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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6) 일자리 인프라 구축

□ 목  표 : 1건

□ 예산액 : 4백만원(국 4)

□ 내   용

○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자리전담팀 구성

○ 구인 구직 접수창구 운영 및 관련기관 D/B연동 구축 활용

○ 지역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일자리 MOU 사후관리

-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단 관내대학·특성화고교 고용 협력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산단경영자협의회 정기 운영

- 고용 노동 정책 의견수렴 및 일자리창출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합계 40 1,284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지원

3 247

동행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사업,
영암형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5 600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10 425

여성일자리교육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 2 12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정기 운영 및 워크샵 분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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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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 분야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 인·허가 등 공장설립 원스톱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 편의 도모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유치 타깃사업 선정·발굴 등

○ 신재생에너지 및 자동차관련 산업 등 유치 노력
(단위 : 회, 개소, 백만원)

3. 대표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예산

합계 5 236

투자유치 홍보 기반 구축 투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 개최 2회 10

입지보조금지원 영암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 3개소 226

구분 대표 단위사업명

공공

 직접일자리창출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방행정활동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 자동차 튜닝 부품 설계 및 제조 전문 인력 양성

 ▪ 영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장려금  ▪ 청년인턴사업,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창업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동행일자리사업, 여성일자리교육 등 

 일자리 인프라구축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 활성화

민간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 투자유치 홍보 기반 구축



- 23 -

1. 직접일자리창출

 사업명 : 지방행정활동지원 - 대학생 아르바이트

 □ 사업목적

○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 경험을 부여함으로서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월 ~ 12월

○ 대    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학중인 대학생

○ 근 무 지 : 실과소, 읍면사무소 및 관광지

○ 사업내용 : 행정현장체험, 관광지 안전관리 등

 □ 기대효과

○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경험 등 사회 적응력 향상

○ 관광지에 배치하여 이용객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없는 영암만들기

【‘18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성과목표 85명

사
업
비

계 181

국비 -

지방비
도비 -

군비 181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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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명 : 자동자 튜닝 부품 설계 및 제조 전문 인력 양성

 □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튜닝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양성 및 적기고용을 통한 전라남도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견인

○ 전남 자동차/부품 튜닝 및 제조기업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기업으로 취업 장려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2월 ~ 2018. 6월

○ 교육계획

   

교육과정 담당 교육인원 교육기간

자동차이론교육 자부연 14명 2~3월

직무기능교육 목포대 14명 2~3월

현장실습교육 모헤닉 14명 3~5월

  ○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7 2018

12 1 2 3 4 5 6

홍보 교육생 모집홍보

교육운영
이론교육/직무기능교육

현장실습 교육

기타 취업지원

 □ 기대효과

○ 고용위기에 처한 조선업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성장동력 마련과 동시에 고성능 자동차  
     (튜닝, 모터스포츠, 수제차 포함) 및 부품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

【‘18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성과목표 10명

사
업
비

계 120
국비 -

지방비
도비 60
군비 60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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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서비스

 사업명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취업자 및 기업대상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 사업추진방안

○ (여성 고용유지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한 전문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직장문화 개선) 여성의 지속 근로 가능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우한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협력망 구축 및 홍보) 새일센터 및 유관기관 관계된 협력망 구축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여성 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등

 □ 기대효과

○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18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성과목표 1개소

사
업
비

계 331

국비 215

지방비
도비 58

군비 58

민자 -

- 26 -

4. 고용장려금

 사업명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청년인턴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등에 인턴·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목표 : 56명

○ 대    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 1년차 취업장려금 : 350만원(청년 150, 기업 200)

   - 2년차 고용유지금 : 300만원(청년 150, 기업 150)

   - 3년차 장기근속금 :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기대효과

○ 임금격차 완화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18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성과목표 56명

사
업
비

계 184

국비 -

지방비
도비 92

군비 92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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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지원

 사업명 :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 경험을 부여함으로서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3월 ~ 12월

○ 사업목표 : 10명

○ 사업대상 : 미취업 청년층, 조선업 실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 내   용

- 기본소양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1·2차, 선진지 견학, 초기자금 지원 등

 □ 기대효과

○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업기반 자립고용에 따른 일자리창출 기대

○ 지역 자립형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18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성과목표 10명

사
업
비

계 425

국비 245

지방비
도비 100

군비 80

민자 -

- 28 -

Ⅵ. 추진일정

1.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 계획

일시 내용 유관기관

매분기 영암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운영 노조2, 회사3, 민간2, 정부3

연중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 전남도청

2. 주민과의 소통 및 홍보 계획

일시 내용 홍보수단

수시 기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인터넷, 신문보도, 군민소식지, 반상회보 등

수시 일자리사업 공고 및 홍보 인터넷, 신문보도, 군민소식지, 반상회보 등

수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홍보 인터넷, 신문보도, 군민소식지, 반상회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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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일시 내용 유관기관

수시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전남발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