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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지원센터, 지역 균형발전의 문을 열다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3일(월) 13시 30분, 오송H호텔(청주시
오송읍)에서 지역일자리지원센터*의 확대 이전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했다.
* 주소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로 178 306호(3층)

○ 이날 행사에는 나영돈 원장, 정종승 상임이사, 김한준 연구사업본부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일자리지원센터의 이전을 축하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 지역일자리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일자리정책 수립, 지역 고용위기
대응 강화, 지역 간 일자리 인프라의 불평등 개선 등 지역 일자리정책에
대한 전반적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을 2020년부터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10개의 컨소시엄 지역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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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선정 현황>
선정연도

‘20년

‘21년

‘22년

지역

사업명

인천

뿌리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Job)

충북

충북형 림뷔르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전북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

경북

위기근로자를 위한 경북형 고용모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경남

경남(창원·김해·사천) 제조업 부흥 고용안정 프로젝트

부산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지는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광주

주력산업 고용안정을 위한 동반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울산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안정 울산일자리 4.0

충남

위기의 굴뚝 일자리, 친환경 미래일자리로 전환

경기

경원권 섬유제조업 新르네상스를 위한 고용안정 프로젝트

○ 고용위기 사전 감지를 위한 정성․정량적 모니터링,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역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 고용정책 관련 인적 인프라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 사업으로 지역 고용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지역고용정책의 우수사례 확산 및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해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산업 차원의 일자리 정책과 시의성 있는 고용
동향 정보 및 분석 내용을 제공하는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도 발간
하고 있다.
☐ 나영돈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일자리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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