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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청년 고용률 29.6%...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목포시의 청년 고용상승률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목포의 15~29세 취업자는 1만9백명으로 고용률은 29.6%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2019년 하반기 26.9%보다 2.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2019년 하반기 취업자수와 비교하면 6
백명 증가했다.

또 전남 도내 대다수 시지역의 청년취업자수가 평균 1천명 가까이 줄어들고, 고용률도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목포시의 청년 고용 상황
이 개선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민선7기에 일자리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개소하는 등 행정력
을 집중해온 목포시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 주요 청년정책으로는 특화사업인 청년창업자 종잣돈(금융)지원 사업과 지역상생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
트 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사업, 목포청년취업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청년 마을로 지원사업, 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지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자립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디지털산업 등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과 관련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5개 사업(DNA+US기반 청년일자리프로젝트,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스마트제조+유망기업2.0프로젝트, 크리머스 마케터 지
원사업,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에 36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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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에 36억원을 지원한다.

또 목포시 전략산업인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목포형 수산식품산업 언택트 청년일자리 사업」에 4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환경선박ㆍ해상풍력산업으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3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목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청년지원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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