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 1-4-5

 청년‧여성‧어르신 일자리 종합컨트롤타워 추진

사업구분 임기 내 계속 총사업비 8,291백만원

❏ 사업개요   

  ○ 청년‧여성‧어르신 등 계층별로 한데 아우르는 일자리 종합 Hub로서

계층별 일자리사업 추진  

❏ 목    표   
  ○ 청년‧여성‧어르신 등 계층별 일자리 종합‧총괄 하는 Hub로서 역할 수행

  ○ 계층별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및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채용행사 개최

❏ 추진계획

  ①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

여건에 따라 일자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계층별 일자리 정책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

②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강화
-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비롯한 계층별(여성, 중장년, 장애인, 기업애로, 금융) 일자리 유관
기관이 입주하여 협업 추진

    - 공동 채용행사 추진, 공동 구인 발굴 등 협력 사업 개발로 전 계층의 

일자리 Hub로서 역할 강화

※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개요
  -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2014

년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고양시는 2016년 11월 개소)
  - 현재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건물에 

‘고양시 일자리센터’,‘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 희망
센터’, ‘기업애로상담센터’,‘장애인 고용공단’, ‘서민금융
센터’, 고양시 복지정책과‘복지지원팀’이 입주하여 원스톱 
민원처리, 복합 민원 연계, 협업 추진



③ 모든 일자리정보를 한 곳에, ‘고양시 일자리 통합정보’ 홈페이지 구축
   - 시민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고양시의 일자리 

정책·사업, 각종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정보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제공함으로써 정보

집합체로서의 역할 수행

   - 모바일 기기 및 PC 등의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 자동 최적화되도록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고, 고양시 통합앱과 연동하여 시민의 

접근·편의성 강화

❏ 사업기간 : 2018년 7. ~ ’2022년 6.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6 ‘19 ‘20 ‘21 ‘22.6월 임기후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수립

●

‘고양시 일자리
통합정보’

홈페이지 구축
●

계층별
취업프로그램 및
채용행사 개최

● ● ● ● ● ●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계층별 취업지원 사업

계층별 행  사  내  용 기타 지원

▸청      년

·청년 일자리박람회
·일자리카페(취업특강, 멘토링, 스터디 등)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청년캣취업’ 운영
·청년캣취업 1DAY캠프 (멘토링, 모의면접, 취업특강, 워크숍 등

/청년, 고등학생 대상)
· ‘취업특강’ 운영(수시, 대학생, 특성화고, 전역예정 군인)

○전계층 대상 
통합일자리
박람회 개최 

○채용설명회,
상설면접,
동행면접 등 
계층·직종별 
수시 진행

○신규업체 
대규모 
채용행사 
공동 추진

▸중  장  년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4050원스톱Day 운영

▸여       성
·직무특화 교육(세무ㆍ회계/복지지원)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기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노      인 ·고령층 ‘경비짱’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장애인 취업희망의 날’ 운영
·장애인, 자활대상자 등 취업특강 운영

❏ 타 기관 협조사항 
  ○ 각 계층별 일자리 사업부서인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각 계층별 

일자리 사업부서의 협업 및 자료공유 필요

  ○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첨단산업과(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기업지원 시 

고양시민 고용할당(일자리센터 구인등록) 내용을 적시하는 등의 기업

지원과 일자리(고용)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필요

총괄부서 일자리정책과장 : 최영수 ☎ 8075-3700 일자리지원팀장: 신건국☎ 3661 담당자:강소영 ☎ 3664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6 ‘19 ‘20 ‘21 ‘22.6월 임기후
8,291 1,109 1,735 1,729 1,814 1,904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국비
도비
시비 20 20
기타

통합일자리정보
시스템 구축

국비
도비
시비 22 22
기타

「고양시통합
일자리센터」운영
및 계층별
일자리사업추진

국비
도비 1,578 279 317 312 327 343
시비 6,671 788 1,418 1,417 1,487 1,561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