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과 인력양성계획 수립,

적절한 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을 수행하고 지역 산업계를 대표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의 HRD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구성

연혁

- 2013. 10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축

- 2013. 12 1차 정기수요조사 및 공동훈련센터 선정
- 2014. 8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인하대학교)
2차 정기수요조사

- 2014. 12 공동훈련센터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한국폴리텍 대학 남인천캠퍼스, 인하대학교)

주요 역할

-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실시 및

- 공동 전문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센터

- 지역의 훈련공급 현황조사

- 지역위원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제출

분석(정기, 상시)

심사 선정

- 지역의 우수한 훈련기관 발굴 및 육성을 - 공동 전문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센터의
위한 지원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결과
관련기관 제공

훈련실시에 관한 모니터링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역내 인력양성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사업 연계, 조정

주요 사업

1.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

2.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참여기업 발굴
일학습병행제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
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현장훈련과 이론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참여대상자

청년 취업희망자와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서 일과 학습(현장훈련 등)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
참여방법
- 기업

- 청년 취업 희망자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학습근로자 채용공고 확인 후 지원 신청

지원사항

조직도/업무 소개
조 직

사무국

직책

성명

연락처

부장

조세열 032-810-2850

대리

최선미 032-810-2852

선임
유태권 032-810-2843
연구원
선임
김도형 032-810-2845
연구원

연구원 박정남 032-810-2847

연구원 성민영 032-810-2846
연구원 김민경 032-810-2844

위원회 사무국 업무

위원회 간사
사무국 관리
사무국 주무
각종 회의 및 행사준비

정책조사 및 기업인 의견조사
실무전담자 교육훈련 관리

사무국 실무총괄
사업계획 수립
인력양성협의체 운영
훈련공급 현황 조사
정기수요조사
인력양성계획 수립
SC,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구축
상시수요조사
공동훈련센터 선정, 심사
각종 회의 및 행사준비
행정 및 서무
우수사례발굴
사업홍보
공동훈련센터 모니터링
일학습병행제 관심기업 발굴 및 확산
상시수요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