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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아울러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삼성전자
SSAFY, KT 에이블스쿨 등 각 기업별 프로그램을 한곳에 모아
안내 홍보하고 있으며,
-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참여자
모집도 함께 지원
□ 한편, ｢청년희망ON｣이 경영계 전반에 확산되어 가고,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청년희망ON｣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들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음
ㅇ

보도설명자료
044-202-7440
044-202-743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청년희망ON｣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 12.28.(화) 경향신문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 … ‘정부
주도’ 임기 초와 차이’ 등 기사 관련
1.

ㅇ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
할 뿐”이라고 말했다.
ㅇ (전략)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독려 대상을 대기업에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규제를 쉬지 않고 쏟아낸
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청년 문제의 책임만 기업들에 떠넘기는 게 아니
냐는 지적이 나왔다.

·

*

* 청년희망ON 외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참여기업: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대학생
역량향상 활동 지원 ▴(롯데) 채용 불합격자 피드백 ▴(스타벅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청년고용정책 홍보 ▴(삼양식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청년고용정책 홍보

앞으로도 정부는 중견 중소기업, 지역으로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 올해 신설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22년 170억원)’을 통해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컨설팅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ㅇ

·

설명내용
□ 정부는 ｢청년희망ON｣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업이 주도
하는 훈련, 일경험 등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음
ㅇ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22년 3,248억원)’ 사업을 통해 ｢청년
희망ON｣ 참여 기업 이 실시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임
2.

·

*

* ▴(KT) AIVLE School AI개발자·DX 컨설턴트 ▴(포스코) AI·Bigdata 아카데미
▴(SK하이닉스) 청년 Hy-Po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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