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이전공공기관 김천지역 인재채용 확대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신규사업 중앙정부 지원 재정적·제도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비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주관부서 미래혁신전략과 협업부서 일자리경제과

공약실명제 과장 윤상영(6350), 담당 박성준(6741), 담당자 권유정(6483)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비율 준수여부 점검 및 관리

    - 기관별 단순노무자 등 비정규직도 지역 주민 채용 독려

  ❍ 대    상 : 김천혁신도시 4개 이전공공기관 

  ❍ 주요내용

    - 이전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비율 준수여부 점검

      ∙ 이전공공기관이 매년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 협의 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는 지역발전계획에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계획에 대한 내용 검토협의 및 

촉진 요청

      ∙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국토부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므로 계획의 실천여부 

확인점검

    - 김천지역 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인재의 취업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사업 추진 

      ∙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일자리창출(인재양성)분과를 통한 시책 추진

     ☞ 「이전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을 통해 김천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취업 유도

      ∙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



용 촉진 및 지역인재양성 시책 추진 경북도 건의 

□ 추진실적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기 관 명
2019년 2020년

비고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382 93 24.3 317 92 29

한국도로공사 190 43 22.6 158 40 25

한국전력기술 54 16 29.6 41 15 36.6

한국교통
안전공단

120 30 25 97 29 29.8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

18 4 22.2 21 8 38

  ※ 그 외 공공기관은 공무원 조직으로 공개채용시험에 의해 선발하여 통계에서 제외

  ※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 ‘18(18%), ‘19(21%), ‘20(24%), ‘21(27%), ‘22(30%)

  ❍  「2020년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 홍보

    - 일    시 : 2020. 10. 07. ~ 11. 30.

    - 주    최 : 국토교통부

    - 홈페이지 : www.innocity-jobfair.com

    - 내    용 : 지역인재 의무채용 안내, 공공기관 채용 특강 등

    - 참여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18%) 준수 점검
-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일자리창출(인재양성) 분과 운영
  시작 및 과제 발굴

2019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21%) 준수 점검  
- 11월 중 2019년 경북형 산학관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이전공공기관 면접컨설팅 부스 운영

2020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24%) 준수 점검
-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국토부 주최)
  개최 포스터 및 밴드 등 홍보 활성화

2021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27%) 준수 점검
-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국토부 주최)
  개최시 포스터 및 밴드 등 홍보 활성화

2022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채용비율(30%) 준수 점검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변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채용 설명회 개최 불가

    ⇒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국토부 주최) 개최 시

      홈페이지 및 밴드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

□ 기대효과

  ❍ 양질의 일자리인 이전공공기관에 지역 인재채용 확대

  ❍ 기관 인재채용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취업기회 부여 및 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