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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별정우체국 재・퇴직자의
전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별정우체국 재직(퇴직)자 대상 생애설계 및 업종 특화 프로그램 제공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는 5일 오전 11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사장 정진용)과 별정우체국 재직(퇴직)자의 생애설계 및
전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퇴직 및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생애경력설계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별정우체국의
주 업무인 우편·금융업종 종사자들이 퇴직 후 도전해 볼 만한 직무에
적합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협약하였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우편·금융업종 종사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현재 종사하는 업무와 직무연관성이 높은 업종 특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하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우편·금융 업종
특화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기관 재직(퇴직)자들의
전직지원을 위해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우편·금융 업종 종사자들이 퇴직 후에도 평생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재단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통해 더욱 다양한
업종에 대한 특화 전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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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정진용 이사장은 “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직자와
퇴직자분들의 생애설계 및 재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합
직무개발과 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붙임

노사발전재단-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함께하는
「생명나눔 사랑愛 헌혈 봉사활동」 계획

□ 활동개요
○ (명칭) 생명나눔 사랑愛 헌혈 봉사활동
○ (참여기관) 노사발전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헌혈버스 지원

○ (참여대상) 기관 임직원 및 입주사 직원
※ 마포구 소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내 민간 입주사 포함

○ (행사 일시) 2022.8.29.(월) 09:30~
※ 재단 자체 헌혈주간은 2022.8.29.(월) ~ 9.2(금)까지 진행

□ 향후계획
○ 정기적인 헌혈 봉사활동 진행(12월 예정)
○ 헌혈증 기부(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를 위한 안내 및 모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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