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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송파구는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계층별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개발과 양질의 고

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각 자치구별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현장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 수요를 서울시와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과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력하여 ‘자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11개 자치구 구정연구단이 참여하여 일자리 세미나 및 각 자치구의 일자리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

원회의 네트워크 참여 및 일자리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송파구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연구 

 송파구는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IT-SW 분야 관련 2개 교육훈련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부서인 일자리정책담당관과 협력하고, 관내 IT-SW 협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니즈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송파구 노동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네트워크 자료 및 각종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송파구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고자 한다. 

 

송파구 일자리 특성 및 지역 현황 

 송파구의 생산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중장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및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2020년도 송파구의 인구 자연증가는 인구 절벽 추세 속에서 지역 발전 가능

성을 시사하며, 향후 일자리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년대비 고용보험자수의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 비자발적(폐업, 도산,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수

는 14%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실자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20대가 가장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 확대를 위한 인턴 채용지원 및 기업 인건비 지원, 취업 연계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3번째로 많은 사업체수를 보유한 자치구이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직

형태와 규모로는 개인 사업체가 가장 많으며, 산업체 종류로는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 및 창고업 > 협

회 및 기타 서비스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가 3,366개로 전체 사업체의 10%를 차지하며, 송파구는 타 자치구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등 IT-SW 산업분야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SW 관련 인프라(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등)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중

앙전파관리소의 ICT보안클러스터 조성 및 종합운동장부근 MICE 산업 조성 등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

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에 대한 제언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과 예산은 많지만 제한 요건이나 자격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일

자리 공모사업의 경우 단일화, 계량화 하거나 공모사업의 분야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송파구에서 수행했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교육훈련 중심으로 향후 코로나 장기화 대비하여 교육기준 재정비 및 비대

면 교육 등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고도화됨에 따라 1년 단위의 일회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

를 양성하는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 전문인력 부족과 고도화된 단시간 전문교육과 같은 교육훈련 사업의 한계

를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가 필요하며, 참여 기업에게 인센티브 지원 등 기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송파구는 IT-SW 관련 사업이 타 자치구에 비해 특화되어 있으며, 교육훈련 분야를 1차산업(회계사/요양사 등) 중심에서 4

차산업 관련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제언

 키오스크, 앱 활용 등 4차산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과 기업 수요에 맞는 ‘앱 개발자 발굴 사업’,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데이터 바우처 및 데이터 실무 적용 과정’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정부지원 교육 훈련생을 문정비즈밸리 IT기업과 매칭하는 협약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침체된 

문정동 패션스트리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한 옴니채널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 설문조사 결과, 많은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구직자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 대상을 구체화(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어르신) 하고. 채용 직종(해외영업, SNS 마케팅 등)을 세

분화한 일자리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 



목차

지역 노동시장 현황 

1_인구변화 1

2_고용동향                        3

3_산업구조  5

4_도시개발 및 주요 특성 11

 

중앙정부 및 서울시, 타 지자체 사업

1_2021년 중앙정부 일자리 예산 ․ 주요 사업 13

2_2021년 서울시 일자리 예산 ․ 주요 사업 15

3_타 지자체 일자리 사업 16

송파구 일자리 정책 및 성과 

1_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추진 현황 18

2_일자리공시제 실적 19

송파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1_일자리 네트워크 활동 20

2_전문가 자문 21

3_문정비즈밸리 기업 설문조사 결과 24

4_일자리 정책 담당자 자문  25

참고문헌 27

01

02

03

04





자치구 맞춤형 일자리창출 전략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1

01 지역 노동시장 현황 

1 ∙ 인구변화 

1) 총 인구 및 연령별 인구 변화  

◦ 송파구의 인구는 약 67만명(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송파구 인구는 667,960명으로 재건축‧재개발 이주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8,001명 감소함 

  - 송파구 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수가 가장 많으며, 서울시 인구의 6.9%를 차지함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공공주택 입주로 인한 세대수 증가는 향후 송파구 인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1-1] 연도별 인구수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인구수 660,302 657,831 664,496 666,635 675,961 667,960

증감률 ∇0.7 ∇0.4 △1.0 △0.3 △1.4 ∇1.2

생산가능인구
504,600
(76.3)

502,062
(76.3)

503,299
(75.7)

502,840
(75.4)

506,436
(74.9)

494,846
(74.1)

자료: 송파구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인구통계(2020.12.)

◦ 2020년도 송파구 출생자는 3,824명, 사망자는 2,318명으로 1,506명이 자연증가1)함. 이는 서울시 전체 자연

인구 증가폭의 71.6%를 차지한 수치임 

  - 서울시 인구 자연증가는 2,104명(출생 48,055명, 사망 45,951명)에 불과함 

  - 인구절벽 추세에서도 송파구의 인구 자연증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며, 향후 출산 지원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시사함  

 

◦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송파구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74.1%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대비 5,633명이 증가하였으며, 총 인구 대비 14%가 고령인구로서 고령사회2)에 진입

하였으므로, 중장년 이상 연령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이 필요함 

1) 출생과 사망 차이에 의한 인구 증가 

2)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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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연령별 인구수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유아‧청소년 청년 청장년 중년 노인

계 남자 여자 14세이하 15~34세 35~49세 50~64세 65세이상

송파구 667,960 322,299 345,661 79,805 177,706 166,309 150,831 93,309

(100) (48.3) (51.7) (11.9) (26.6) (24.9) (22.6) (14.0)

서울시  9,668,465 4,701,723 4,966,742 995,397 2,597,007 2,276,906 2,238,016 1,561,139

(100) (48.6) (51.4) (10.3) (26.9) (23.5) (23.1) (16.1)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2020.12.)

◦ 송파구의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35~49세 청장년층의 비율이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젊은 생산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표 1-3] 연령별 인구수 비교

자료: 서울통계(2020)

◇ 인구변화 분석 

 - 2020년도 만 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65세 이

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송파구에서는 민선7기 이후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시니어 컨설팅센터를 설치

하여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향후 노인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년 대상부터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향이 필요함 

 - 2020년도 송파구의 인구 자연증가는 인구 절벽 추세 속에서 지역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일

자리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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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용동향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 

◦ 송파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3)는 서울시의 6.8%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6.9%로 제일 많음

  - 30대: 26.9%, 40대: 23.4%, 20대: 18.9%, 50대: 18.3%, 60대 이상: 12.1% 

◦ 송파구 피보험자수는 ’20년 9월 기준 296,450명으로 전년대비 9,479명 증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2020년도 피보험자수의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20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률은 –0.5%를 보이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가 2020년도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 1-4]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
(단위: 명,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송파구 

(증감률)

211,620 226,530 255,227 273,186 286,971 296,450

△3.0 △7.0 △12.7 △7.0 △5.0 △3.3

서울시

(증감률)

4,028,833 4,083,750 4,173,526 4,284,459 4,368,870 4,348,801

△2.5 △1.3) △2.2 △2.6 △1.9 ∇0.5

자료: 서울고용노동청 주요 고용행정 통계(2020.1.~9.)
 

     

2) 고용보험 순수상실자수 

◦ 송파구 고용보험 순수상실지수4)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8,596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의 순수상실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

  - 상실 사유별 순수상실자수 통계에 의하면 비자발(폐업, 도산, 해고, 권고사직 등)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자수

(42,982명)는 전년도 동일기간(37,125명) 대비 14% 증가했으며, 자발적 상실자수는 전년 동일기간 대비 

3% 증가함

  -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연령은 20대(14.2%) > 50대(6.4%) > 30대(6.2%)> 40대(6,1%) 순으로 나타남

  - 20대 신규 채용 일자리 수가 부족하고, 일시적인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3) 피보험자 원부에 취득 중인 경우를 합산하여 산정(이중 취득인 경우 제외)

4) 순수상실지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를 주민등록번호로 유일하게 산정 



자치구 맞춤형 일자리창출 전략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4

           [표 1-5] 고용보험 순수상실자수
 (단위: 명, %)

구분 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9 109,781 3,274 35,282 21,910 18,223 15,708 11,896 3,488

2020 118,377 2,912 40,283 23,267 19,341 16,716 12,383 3,475

(증감률) △7.8 ∇11.1 △14.2 △6.2 △6.1 △6.4 △4.1 ∇0.4

자료: 서울고용노동청 주요 고용행정 통계(2020.1.~9.), (2019.1.~9.)

3) 실업급여 신청자수 

◦ 2020년도 9월 기준 송파구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3,032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음 

  - 실업급여 신청자의 연령별은 30대(2,936명)가 가장 많으며, 50대(2,739명), 20대(2,545명)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일 기간 대비(’19.1.~9.)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440명 증가함 

   [표 1-6] 송파구 실업급여 신청자수  
 (단위: 명)

구분 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9 10,592 17 2,022 2,488 1,947 2,216 1,849 53

2020 13,032 30 2,545 2,936 2,404 2,739 2,302 76

자료: 송파구 주요 고용행정 통계(2020.1.~9.), (2019.1.~9.)

◇ 고용 변화 분석 

 - 2020년 서울시 전체 고용보험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송파구 고용보험자수의 증감률도 감소 추세를 보임

 - 비자발적(폐업, 도산,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수는 전년 대비 14%로 증가함

 - 고용보험 상실자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20대가 가장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장기화가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보험 상실자수 통계로 미

뤄봤을 때 청년층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자치구 맞춤형 일자리창출 전략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5

3 ∙ 산업구조  

1)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 송파구 사업체수 47,772개로 서울시 사업체수의 5.8%를 차지하며 이는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은 숫자임 

  - 강남구(8.7%)> 중구(7.4%)> 송파구(5.8%)> … 구로구(4.7%) > 금천구(3.9%) 

   [표 1-5]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체 현황 

    

자료: 서울시 사업체현황 통계(2018)

◦ 송파구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1-7] 연도별 송파구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서울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체수

(증감률)

823,385 45,375 45,555 46,676 47,772

- △2.4 △0.4 △2.5 △2.3

종사자수

(증감률)

5,210,936 302,517 312,661 329,447 342,853

- △14.7 △3.4 △5.4 △4.1

자료: 서울시 사업체 조사 보고서(2018)

◦ 조직 형태와 규모로는 개인사업체(70.8%)가 가장 많으며, 회사법인(24.3%), 비법인단체(2.7%), 회사 이외 

법인(2.2%)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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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는 4인 이하가 77%로 가장 많고, 20명 미만 사업체 수가 전체의 96%를 차지함 

       [표 1-8] 송파구 사업체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사업체수
36,790 6,558 2,522 1,147 382 264 109

(77) (13.7) (5.3) (2.4) (0.8) (0.6) (0.2)

종사자수
68,683 41,681 32,684 33,951 26,010 42,441 97,403

(20.0) (12.2) (9.5) (9.9) (7.6) (12.4) (28.4)

자료: 서울시 사업체 현황 종사자수 통계(2018)

◦ 산업별로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전체 사업의 30.1%를 차지하며, 숙박․음식업(15.9%), 

운수업(13.0%), 서비스업(9.4%)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사업체별 송파구의 종사자수는 도소매업(22.5%)이 가장 많고, 건설업(17.2%), 숙박․ 음식업(11.3%) 순서로 

비중을 차지함 

       [표 1-9] 송파구 업종별 사업체 현황
 

구분 도소매업
숙박․
음식

운수
창고

협회
단체

부동산
전문
과학

교육
서비스

건설업
보건
복지

스포츠
여가

제조업 

사업체(수)
13,666 7,234 5,915 4,290 2,625 2,488 2,340 1,870 1,812 1,641 1,520

(30.1%) (15.9%) (13.0%) (9.4%) (5.8%) (5.5%) (5.2%) (4.1%) (4.0%) (3.6%) (3.3%)

종사자(명)
60,790 30,485 15,955 10,967 13,611 27,676 18,609 46,470 26,546 9,397 9,200

(22.5%) (11.3%) (5.9%) (4.1%) (5.0%) (10.3%) (6.9%) (17.2%) (9.8%) (3.5%) (3.4%)

자료: 서울시 사업체조사보고서(2018)

◇ 산업구조 분석 

 -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3번째로 많은 사업체수를 보유한 자치구이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조직 형태와 규모로는 개인 사업체가 가장 많으며, 산업체 종류로는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 및 창고업 > 협회 및 기타 서비스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치구 맞춤형 일자리창출 전략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7

2) 지역별 사업체 현황 

◦ 송파구에서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문정2동(6,337)이며,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13.3%를 차지함 

  - 문정2동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소재한 곳으로 법조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송파구

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및 ‘동남권 유통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표 1-10] 송파구 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 
(단위: 개, 명)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풍납동
도소매업

(409)

보건업 및 

서비스업

(9,215)

운수 및 창고업

(332)

교육

서비스업

(1,518)

숙박 및

음식점업

(261)

도소매업

(1,464)

방이동

숙박 및

음식점업

(972)

건설업

(5,618)

도소매업

(902)

도소매업

(5,475)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378)

숙박 및

음식점업

(4,118)

송파동
도소매업

(1,424)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7,519)

운수 및 창고업

(1,007)

건설업

(6,708)

숙박 및

음식점업

(894)

도소매업

(5,395)

거여동
운수 및 창고업

(405)

보건업 및 

서비스업

(1,643)

도소매업

(308)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1,118)

숙박 및

음식점업

(219)

도소매업

(1,017)

마천동

운수 및 창고업

창고업

(646)

도소매업

(1,201)

도소매업

(488)

운수 및 창고업

(1,166)

숙박 및

음식점업

(320)

보건업 및 

서비스업

(965)

오금동
도소매업

(547)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5,176)

운수 및 창고업

(377)

도소매업

(2,760)

숙박 및

음식점업

(314)

교육

서비스업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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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오륜동
도소매업

(187)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1,414)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76)

교육

서비스업

(1,142)

예술,스포츠 

및 여가

(66)

예술,스포츠 

및 여가

(1,112)

잠실동
도소매업

(10,135)

도소매업

(46,238)

숙박 및

음식점업

(4,568)

건설업

(32,741)

운수 및 창고업

(3,219)

정보통신업

(24,253)

석촌동
도소매업

(600)

건설업

(3,545)

숙박 및

음식점업

(489)

도소매업

(1,933)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283)

숙박 및

음식점업

(1,439)

삼전동
도소매업

(396)

건설업

(4,309)

숙박 및 음식

점업

(356)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1,670)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286)

도소매업

(1,628)

가락동
도소매업

(3,979)

도소매업

(15,734)

숙박 및

음식점업

(938)

건설업

(6,177)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573)

전문과학 

(3,764)

문정동
도소매업

(2,344)

도소매업

(11,366)

운수 및 창고업

(1,095)

전문과학 

(10,276)

전문과학 

(882)

건설업

(9,825)

장지동
운수 및 창고업

(312)

운수 및 창고업

(2,213)

도소매업

(224)

부동산업

(1,639)

숙박 및 

음식점업

(179)

전문과학 

(1,179)

위례동

숙박 및

음식점업

(128)

운수 및 창고업

(1,366)

도소매업

소매업

(116)

숙박 및

음식점업

(548)

운수 및 창고업

(95)

교육

서비스업

(479)

자료: 서울시 사업체조사보고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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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파구 산업특화도

◦ 송파구의 27개동 중 상위 7개동이 관내 전체 사업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1] 송파구 사업체수 상위 7개동 

 (단위: 개, %)

구분 전체 문정2동 가락본동 잠실본동 방이2동 가락1동 석촌동 잠실6동

사업체수
47,772 6,337 3,497 3,049 2,973 2,794 2,657 2,652

(100) (13.3) (7.3) (6.4) (6.2) (5.8) (5.6) (5.6)

자료: 서울시 사업체조사보고서(2018)

◦ 대다수의 동 지역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이뤄져 있고, 위례동·방이1동·방이2동은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가 

많으며, 거여·마천·장지동에는 ‘운수 및 창고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2] 송파구 사업체·종사자수 1순위 지도 

동별 사업체수 1순위 동별 종사자수 1순위 

◦ 송파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전문 공사업’ 등에 산업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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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3] 송파구 산업특화 사업(2020)

산업 
NOHI

(상대집중지수)
사업체(개) 종사자(명)

송파구 전체 - 42,564 250,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07 166 17,29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47 188 16,225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3.51 3,185 12,39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2.75 692 11,73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1.95 793 9,805

자료: 2020년도 서울지역 자치구별 산업특화도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 내 상대집중지수(NOHI)가 높은 상위 5개 산업(소분류)을 순서대로 제시함  

◇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 

 - 송파구의 사업체 대다수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이뤄져 있고, 위례동·방이1동·방이2동은 숙박 및 음식

점 사업체가 많으며, 거여·마천·장지동에는 운수 및 창고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7개동 중 7개동(문정2동, 가락본동, 잠실본동, 방이2동, 가락1동, 석촌동, 잠실6동)이 전체 송파구 

사업체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향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공간 설치 시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건설

업 및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송파구에 종사자수가 많은 근로자 지원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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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시개발 및 주요특성 

 1) 송파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

◦ 송파구 관내 지역과 더불어 인접 지역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위례신도시 개발, 하남감일지구 개발, 거여․마천 도시개발,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GTX-D노선, 3호선 연장 등 

◦ 잠실 지역의 기존 업무 기능과 문정 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송파구의 첨단산업은 활성화되고 있으며, 송파대로 

중심(잠실~가락시장~문정)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중장기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과 ‘지식산업센터 기반의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를 아우르는 ‘문정비

즈밸리’가 조성되고 있음  

[표 1-14]  송파대로변 주요 업무․산업 거점 

◦ 향후 공공기관 이전 등 가용 가능한 부지를 활용한 첨단 산업 및 문화 지원 강화 예정 

  -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성동구치

소 부지 주거‧문화 복합시설 조성 등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주거․문화 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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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송파구 중장기 산업

사업명 위치 사업주체 기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가락동 600번지 일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09.~2027.

문정비즈밸리 조성 문정동 649번지 일원 서울주택도시공사 2007.~2021.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가락동 100번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행)
2018.~2025.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잠실동 10 서울시, 민간사업자 2014.~2025.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가락동 161, 162번지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2022.

위례트램 위례신사선 추진 마천역~복정역, 우남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019.~2024.

방이2동 복합청사 방이동 52-3 외 3 송파구청, LH공사 2019.~2024.

  2) 송파구 산업 인프라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는 타 자치구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IT-SW 산업분야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송파구에는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가 3,366개로 전체 사업체의 10%를 차지하며, IT-SW 관련 

인프라(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등)를 보유하고 있음

◇ 송파구 도시개발 및 가능성 

 - 송파구는 잠실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문정업무지구 개발’ 및 ‘서울 국제교류복

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가락시장 시설현

대화’ 등 장기적인 산업 발전 계획 요소가 많음 

 - 또한, ‘거여·마천지역 재개발’ 및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문화·주거 복합시설 조성’ 등 중장기 도시개발

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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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앙정부 및 서울시, 타 지자체 일자리 사업 

1 ∙ 2021년 중앙정부 일자리 예산 및 사업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지원 

  - 저소득층 0.5만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추가 운영(244억원)

  - 경력 2년 미만 신진 예술인에 대해 창작준비금 신규 지원(3,000명, +60억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 인력(400명, 26억원) 한시 기간제 특별 인력 지원

◦ 고용 및 생활 안정 

  -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 지원금 10만명 확대(68→78만명, 1,814억원)

       -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특별 융자지원 확대(+710명, +50억원)

      [표 2-1] 2021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예산

’21년 예산

비고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내일키움일자리 - - 244 244 ·2개월 추가운영소요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 - 60 60 ·창작지원금 인당 2백만원 지원

▪생활쓰레기 선별인력 - - 26 26 ·공공선별장 선별인력 400명

▪고용유지지원금 351 11,914 1,814 13,728 ·10만명 추가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90 190 50 240 ·특별융자 50억원 증액

▪고용센터 인력지원 791 789 96 885
·코로나 대응 6개월 기간제 인력
+600명 및 사무집기 렌탈료 등

▪직업안정기관 운영 407 351 15 366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보도자료 

◦ 택배‧미화원 등 코로나19 필수 노동자 지원 확대 

  -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5.9만명, 34억원) 및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뇌 심혈관 심층검진‧관리(1.5만명, 33억원)

       - 근로자 건강센터(44개소)에 간호사‧물리치료사(67명) 추가 배치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체계적 보건서비스 

제공(30억원)

  - 코로나 긴급 지원에서 소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한시 긴급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9만명, 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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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2021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예산

’21년 예산
비고

정부안 국회증액 최종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 33 33 ·직종별‧고위험군 검강검진 1.5만명

▪직종별 건강진단 등 - - 84 84
·직종별 검강검진 5.9만명, 
·사업장 근골유해요인 개선 4,600개소

▪근로자 건강센터 146 176 30 206 ·인력 +67명 증원 등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 - - 460 460 ·9만명, 50만원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보도자료 

◦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보증공급 여력 확대*(100억원)

  ※ 지자체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자체에서 출연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30% 매칭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

 -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인프라 구축(+36억원), 동행 세일‧코리아 세일 페스타(+51억원) 등 매출 지원

 - ’20년 구축한 1,562개 공용 화상 회의실 위치 안내‧온라인 예약을 위한 포털 구축(+6억원)

        [표 2-3] 2021년도 중앙정부 소상공인·창업 지원 사업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예산

’21년 예산
비고

정부안 국회증액 최종

▪소상공인 지원 23 10,051 1,186 11,237

- 특별경영안정자금 - 10,000 1,000 11,000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

- 지역신용보증지원 - - 100 100 ‧지자체 출연금의 30% 매칭지원

- 지역특화 온라인 진출 인프라 - - 36 36 ‧스튜디오, 특화 플랫폼 등 맞춤형 지원

- 코리아세일페스타 23 25 26 51 ‧소비진작을 위해 행사규모 확대
- 대한민국동행세일 - 25 25 50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 492 705 89 794

- 지식산업센터 492 560 70 630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설치

- 엔젤투자허브 - - 8 8 ‧2개소 구축‧운영(신규)

- 그린 스타트업 타운 - 145 5 150 ‧1개소 추가조성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 - 6 6 ‧화상회의실 포털 구축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보도자료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운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 수당(300만원), 취업활동 비용 등(대상별 상이)

 - 지원시기: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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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1년 서울시 일자리 예산 및 사업 

◦ 피해 업종 종사자 또는 실직 상태 취약 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 발굴 및 확대(276억원)

  - 관광: 명소 안내‧질서‧주차 요원, 소상공인: 재래시장 환경 정비, 안내요원, 공공근로 사업 확대 

◦ 서울시는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①S-방역체계 강화, ②민생경제 회복(▲고

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

성화 지원, ▲혁신성장 지원, ▲청년 투자)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 

  - 서울형 뉴딜 일자리(841억원), 서울시민 안전 일자리(620억원), 만 50세~67세 대상 보람 일자리(149억원) 

  - 보육 돌봄 인건비 지원(4,741억원) 

  [표 2-4] 고용유치 및 일자리창출 주요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2020 2021
증감액

당초대비 최종대비

서울형 뉴딜일지리 100,264 84,107 △4,375 △16,157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295,957 62,046 △6,783 △233,912

보람일자리 사업 10,916 14,916 △4,000 △4,000

자료: 서울시의회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50억원) 

  - 청년 구직자의 직무경험 지원과 기업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자율예산으로 500명 청년 구직자 지원 예정

  - IT-바이오 등 신사업분야 3개월 직무교육+인턴십 제공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일자리 예산 시사점 

 -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중 

 -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필수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 2021년도 일자리 예산에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 건강관리, 나아가 취업 취약계층 생

계를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신설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 있음 

 - 또한 소상공인 긴급경영 자금 및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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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타 지자체 일자리 사업 

◦ 2020년도 서울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39개이며, 3,343,630천원이 지원됨 

◦ 종로구의 ‘공연예술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귀금속 특화지구 사업’, 중구의 ‘의류패션 산업 사업’은  

7년차 이상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 특성도 잘 반영한 사업임

 [표 2-5] 지역산업맞춤형 장기 추진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유형 자치구 예산 사업연차

대학로, 일(JOB)내다! 공연예술기반 일자리창출 플랫폼 구축 

 - 공연예술 산업의 일자리창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생산과 정보공유 
교육훈련 종로구 120,000

7년차 
이상

Jongno Jewelry Makers 잡(JOB) 플랫폼 구축 사업

 - 종로 귀금속 특화지구 내 일자리 환경개선 및 창업지원 
교육훈련 종로구 160,000

7년차 
이상

중구 의류패션 산업계가 함께하는 부가가치 전문가 양성과 스마트생산 

환경 구축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 고부가가치 샘플개발 전문가 양성으로 직종 맞춤형 취업 지원

교육훈련 중구 100,000
7년차 
이상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중소병원 일자리창출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중소병원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연계 
취업연계 강동구 64,000 4년차

  [표 2-6]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유형 자치구 예산 사업연차

DMC 청년 일자리·창업생태계 구축
 - DMC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민간주도의 협의체 활동 지원 

및 디엠씨 지역 산업 특화 플랫폼 구축 
취업연계 마포구 62,000 2년차

융·복합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
 - 마포구 지역특성 반영한 단체 협력 기반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마포구 50,000 4년차

마포형 4차 산업혁명, 방송기획 전문가 양성과정
 - 4차 산업분야 연관 방송기획 전문 인력 양성 

공시제
인센티브

마포구 80,000 신규 

4차 산업혁명 혁신거점 서초구 ‘블록체인 비즈니스 선도 인력 양성’
 - 블록체인 전문기술인 양성 및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조성

교육훈련 서초구 120,000 신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 양천!>
반려동물 관리 전문 인력샹성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교육훈련 양천구 40,000 신규

강서미라클-메디특구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 의료관광특구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한 취업지원 

교육훈련
강서구
양천구

83,000 5년차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
 - 산·학·관 협업을 통한 고용촉진, 산업계 주도 수요 맞춤 교육

교육훈련 영등포구 50,000 2년차

G밸리 특화 고용환경 개선과 AI․loT산업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사업
 - 근로시간 및 고용컨설팅, OJT 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 질 개선

기업지원
구로구
금천구

210,000 3년차

중고자동차 토탈케어 전문인력 양성과정
 -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및 정비기능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성동구 80,000 2년차

G밸리 중소기업 맞춤형 행정사무인력 양성과정
 -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구로구 관내 경력단절여성의 

자존감 및 구직 스킬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시제
인센티브

구로구 50,000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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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은 동작구의 ‘직업교육 특구형 에듀테크 창업혁신 프로젝트’로 

233,300천원을 지원 받았음 

  [표 2-7] 예산을 많이 지원 받은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유형 자치구 예산 사업연차

직업교육 특구형 에듀테크 창업혁신 프로젝트 창업창직 동작구 233,300 신규 

특수봉제기능인, 디자이너 교육 및 취업연계 교육훈련
성동구
성북구

220,000 2년차

G밸리 특화 고용환경 개선과 AI․loT산업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사업 기업지원
구로구
금천구

210,000 3년차

지역거점기반 ․ 산업계주도 ‘봉제패션 일자리(Job) 플랫폼 구축’ 교육훈련 용산구 190,000 신규 

◇ 타 지자체 일자리 사업 시사점 

 -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된 사업은 39개이며 그 중 7년차 이상 진행된 사업은 3개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사업임

 - 사업유형으로는 교육훈련(32)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연계(6), 기업지원(2), 창업창직(3) 순서로 많이 추

진됨

 - 2020년도 서울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을 통한 목표 일자리 수는 973개이며, 사업별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서초구의 ‘1인 가구 청년, AI로 무역 중소기업 취업을 바로 잡(JOB)다’

와 마포구 ‘DMC청년 일자리․창업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100여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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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송파구 일자리 정책 및 성과 

1 ∙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 송파구에서는 2020년도에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에 참여하여 2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은 

160,000천원임 

 (단위: 명, 천원)

2020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인원 예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예측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25 100,000

ICT 정보보호 일자리 협의체 발족 및 고용연계 프로젝트 15  60,000

◦ 송파구에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으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IT-SW 관련 인력 양성교육 사업을, 

2015~2017년도까지 무역 및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였음

◦ 2020년도에는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과정’과 ‘ICT 정보보호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5명이 수료하였

으며 2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음

[표 3-1] 송파구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성과

연도 사업명 참여(명) 수료(명) 취업자(명) 취업률(%)
2015

MICE전문인력 양성과정 32 27 16 60

섬유무역전문인력 양성과정 33 33 26 78

2016

MICE전문인력 양성과정 26 20 7 35

섬유무역전문인력 양성과정 30 30 26 86

국제무역전문인력 양성과정 31 29 9 31

2017

섬유무역전문인력 양성과정 34 33 24 72

SW품질전문인력 양성과정 24 24 12 50

중국어 샵매니저 양성과정 27 22 8 36

2018

사이버보안전문인력 양성과정 35 33 21 52

사이버보안전문인력 양성과정 30 30 14 47

디지털융합마케터 양성과정 25 23 18 78

2019
불공정거래관행개선 및 고용활성화프로젝트 23 23 9 39

수요자패턴 빅데이터 분석 개발자 양성 25 15 13 86

2020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예측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19 15 9 60

ICT 정보보호 일자리 협의체 발촉 및 고용연계 프로젝트 20 20 1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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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공시제 실적

 1)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장관상 수상 

◦ 송파구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계층별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개

발과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함 

 2) 일자리 공시제 주요 실적 

◦ 2019년 일자리 목표 초과 달성: 11,014개 일자리 창출(104.1%)

◦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구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고 SA등급 획득

◦ 일자리 전담 조직 ‘일자리정책담당관’ 기능 강화 및 송파구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화 및 취업포털 잡코리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취업 연계 강화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

   - 여성경력 이음센터, 시니어 컨설팅센터, 송파 ICT 청년창업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박람회’, ‘채용 설명회’, ‘취업성공 19데이’ 등 취업 연계 확대

◦ 자치구 최대 규모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197억원)’,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 플래너’, 소상공인 종

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사회적 경제기업 전년대비 25개 증가(총 235개) 및 네트워크 구축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아이돌보미 양성 

◦ 장애인 직접 일자리(118개 제공) 및 시니어 클럽&시니어 컨설팅센터 등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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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송파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과제 발굴 

1 ∙ 구정연구단 일자리 네트워크 활동 

 1) 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연구의 현장성 강화 

◦ 자치구 현안에서 시작하는 상향식 고용정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기반 마련 

 2) 구성 및 운영 

◦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정연구단 11개 자치구 

        -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표 4-1] 구정연구단 일자리 네트워크 조직

서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정연구단

(네트워크 운영 및 일자리 관련 자료 제공) (지역현황 공유 및 네트워크 참여)

서울연구원 구정연구 지원센터

(참여 주체 간 협업 시스템 지원)

 3) 추진 과정 

◦ 1차: 일자리 네트워크-구정연구단 사전 간담회(2020.7.23)

◦ 2차: 구정연구단 일자리 Build up 네트워크 킥오프(2020.9.15)

◦ 3차: 구정연구단 일자리 Build up 네트워크 세미나 및 협력과제 논의(2020.10.21)

◦ 4차: 구정연구단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 기획 발굴 간담회 및 일자리 네트워크 우수 사례 공유(2020.11.19)

◦ 제3회 서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 포럼(2020.12.10)  

 4) 관련 성과 

◦ 서울지역별 일자리 사업 현황 및 관련 자료 공유 

◦ 지역 일자리 활성화 정책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미나 및 실습 참여 

◦ 타 자치구 구정연구단, 서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별 일자리 이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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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자문

 1) 자문 개요 

◦ 자문대상: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참여 전문가 3명 

  - 이상훈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일자리본부 팀장

  - 최동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연구원 

  - 강주영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교육센터 연구원 

◦ 자문기간: 2020.12.7.~12.11

 2) 자문 내용

◦ 송파구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 의견

◦ IT-SW 관련 업계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

◦ 신규 일자리 정책 및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에 대한 제언 

 3) 자문 결과

   ①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운영 관련

◦ 코로나 발생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인정 기준 완화 및 비대면 교육 장비 

지원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지침 필요 

       - 코로나 발생으로 지자체와 수행기관 모두 교육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의 방역 지침 

및 관리 사항을 송파구청에서 수시로 공유해줘서 무난히 훈련을 종료할 수 있었음

       -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 등에 대한 시설 지원과 교육 인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

는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지침 필요 

◦ 단발적인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닌 정기적인 취업 연계형 교육 장려  

  - 매년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3년, 5년) 연계 사업이 필요함

    ※ 우수한 교육과정은 매년 운영되어 우수 성과를 매년 도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참여 기업 및 수강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이라는 인식 준다면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운영기관 입장에서도 매년 연장되는 사업이므로 더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함

◦ 기업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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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체계

재조정 필요 ※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 일자리 지원 사업’은 해당 사업의 수료생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월 2,474,000원 *3개월)

◦ 기업의 채용 기간과 인력 배출 기간의 간극 조정 필요 

  - 정보보호 산업계는 대부분 연초에 사업을 수주하여 인력을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교육

생 배출 기간은 7~9월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육 사업 기간을 기업 현장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산업 맞춤형 과제 개발 및 다양한 업종의 과제 추진 필요 

       - 송파구 관내 고용지표나 청년 취업현황, 고용 의식조사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재 양성 방향을 검토

하여, 고용 미스매칭 현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함

  - 송파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상권 및 직무 교육 니즈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고용과 매출 신장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산업별/업종별 주요 단체와 기업인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정기적/수시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실행되는 것 중요

   ② IT-SW 기업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진행한 2020년 1분기 이슈 선정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

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4-2] 2020년 1분기 산업이슈 선정

자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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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1) 빅데이터가 가장 화두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데이터, 활용 등의 키워드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기업

에서도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물색하고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이슈2) AI 분석 기술이 첨단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AI 인력 수요가 증가함 

   ③ 신규 사업 제안  

◦  IT-SW 분야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제언 

        - 빅데이터 분석 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AI 분석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데이터 바우처 및 데이터 실무 적용 과정’ 신규 교육 제안 

   - 세부 사항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업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데이터 바우처 및 데이터 실무 사업을 제안

   - 전국에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바우처 사업으로 세밀하게 모으고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기업 실무자들에게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기업 맞춤형 컨설팅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안

◦ 문정비즈밸리 등 문정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 과제 지원 필요 

        - 문정비즈밸리 내 로데오 거리는 패션 중심 스트리트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상권이 위축됨, 상권 

내 기업 및 점주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로데오 거리가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패션 스트리트로 변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패션매장 내 옴니채널5)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참여 전문가 자문 

 1)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에 대한 의견 

   - 코로나 장기화 대비 비대면 교육 등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과 교육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교육과정의 경우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에서 양성된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교육생 배출 기간과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선호하는 채용 기간(연초) 조정 필요 

 2) IT-SW 관련 산업 동향

   - 빅데이터 및 AI 관련 이슈가 가장 화두이며, AI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AI 분석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융합적 인재 필요

 3)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제안 

   - 데이터 바우처 및 데이터 실무 적용 과정 

   - 코로나19로 침체된 문정비즈밸리 등 문정동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과제 

   - AI 기술 분석 및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양성 

 4) 관내 기업 애로사항 

   - IT-SW 특성상 프로젝트 기간과 업무 편중 시간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려움

   - 빈번한 이적과 미스매칭 등  

5) 옴니채널: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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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정비즈밸리 기업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문정비즈밸리 종사자수 5인 이상 입주기업 1,300여개 

◦ 조사기간: (1차) 2019.3.11.~4.30, (2차) 2019.11.15.~12.3.

◦ 조사수행: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 조사내용: 기업일반현황 및 인력채용현황, 기업지원제도와 일자리정책 선호조사 등 

 2) 조사결과  

◦ 인력 채용 공고 방법은 민간 채용사이트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1차 85.3%, 2차 78.4%),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고 방법은 기업 홈페이지, 학교 및 협회, 일자리센터 순서로 나타남

◦ 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직무 적합 인재를 찾기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76.5%)하였으며, 인건비 

부담(20.1%)이 그 뒤를 이음

◦ 기업 지원정책으로는 ‘재정 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 인턴제’가 상위로 조사되었으며, ‘온라인 전문 채용관’, 

‘직무교육 실시’가 그 뒤를 이었음 

◦ 희망하는 일자리 정책으로는 ‘채용공고 및 기업 홍보(31.6%)’, ‘선호 인재 매칭(30.9%)’ 순서로 응답하였음

◇ 문정비즈밸리 기업 설문조사 의의 

  - 관내 기업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정책으로는 ‘채용 공고 및 기업 홍보’, ‘선호 인재 

매칭’이었으며 직무에 적합한 인재 채용에 어려움으로 느낀다고 답했음

  - 이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구체적인 대상과 교육, 해외영업, SNS 마케팅 등 채용 직종을 구체화하여 

인재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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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 일자리정책 담당자 자문의견  

 1)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분야 확대 필요  

◦ 교육훈련 분야는 (회계사/요양사 등) 1차 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4차산업 관련 분야로 확대 필요 

◦ 송파구 인구는 금천구 인구의 2배가 많지만, 교육 훈련생의 숫자는 비슷한 상황으로 교육 훈련생 참여 확대 

필요 

     

 2) 양질의 일자리 교육 사업 추진 필요 

◦ 딥러닝 전문가 과정의 경우, 국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한계가 많아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임  

       - 또한 4차 산업은 점차 고도화되는 것에 비해 고급 전문가 양성 교육은 부족함 

◦ 교육 전문 인력 부족, 교육의 한계(고도화된 전문교육, 장시간 교육) 등을 개선해야 함 

  -  200시간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어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2~3

년) 전문 교육이 요구됨  

 3) 공모사업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과 예산은 많지만 제한 요건이나 자격기준이 다른 경우

가 많아 기준 완화하거나 동일한 기준이 필요함 

        - 일자리를 발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단일화, 계량화하거나 공모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했으면 좋겠음

        - 구체적으로 분야와 대상 등 일자리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 

 4) 신규 사업 제언 

◦ 앱 개발자 발굴 관련 사업 

◦ 중장년 4차산업 취업 지원(키오스크, 앱 등)

◦ 지역산업맞춤형 등 정부 지원 교육 훈련생을 문정비즈밸리 IT기업과 매칭하는 협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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