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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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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한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제조 등 5개 분야 기업 지원 및 청년 인력 양성

목포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다.

기존 제조업 기반에서 비대면 산업,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청년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수행기관이 기업을 심사·선정하고 청년을 선발해 4월중 기업에 배치ㆍ근무를 시
작할 예정으로, 참여 청년은 월 230만원(수당 포함)의 급여와 전문인력 직무과정교육을 지원받고, 기업은 인건비의 10%를 부담하게 된
다.

사업 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기간 동안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근
무기간을 보장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종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비대면·디지털 경제 분야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세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NA+US 기반형 일자리 
한국판 뉴딜과 직결되는 8대 핵심분야(AR/VR,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드론 등)에 차세대 신규 일자리 창출
※ DNA(Data·Network·AI)+US(Untact·Digital SOC)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일자리
에너지 e-뉴딜, 미래자동차, IC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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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일자리 
국가 시책사업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일자리
비대면 유통 확산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지역뉴딜 및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블루에너지, 블루투어,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블루시티, 블루농수산) 수행 기
업 및 기관에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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