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공고 제2021 - 774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공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에게,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4. 16. 

강원도지사

□ 사업개요

  m 공모대상

 

 ① 공모 신청일 현재 도내에 등록되어(본사, 주사업장, 영업소 등) 

    정상 운영중이고,

 ② 만 18세 이상부터 만64세 이하의 도민(채용일 기준)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고,

 ③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제외 대상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비영리 법인



  m 지원규모 : 도내 10,000명, 1,200억 원

      ※ 지원규모는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고(시군별 상이)

  m 지원내용 :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  1년간

□ 신청방법

  m 신청기간은 시․군청 일자리 부서로 문의(시군별 상이)

  m 접 수 처 : 기업 → 시․군청 일자리 부서

    - 신청서류 제출(붙임 1), 신청기업은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가입 필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시군 담당부서 참고

□ 추진절차

일정 구분 주요내용

4월~6월 모집·신청

(기업 → 시군)
∘ 도·시군,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 (기업 → 시군) 신청·접수

⇩
6월 대상기업 선정

(시군) ∘ (시군) 지원대상 기업체 선정

⇩
6월~12월 정규직 채용

(기업․일자리재단)
∘ (기업) 기업 자체적으로 정규직 채용

∘ (일자리재단) 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일자리 매칭

⇩
6월~ 

‘22. 11월
지원금 지급

(시군 → 기업) ∘ (시군 → 기업) 정규직 인건비 지급

4월~ 사업관리

(일자리재단) ∘ 사업 홍보, 기업복지서비스 가입․운영 등



□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및 시군 일자리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시군 부서명 연락처

도 일자리정책과 033-249-3241

춘천 사회적경제과 033-250-3779

원주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강릉 일자리경제과 033-640-5839

동해 경제과 033-530-2162

태백 일자리경제과 033-550-2988

속초 일자리경제과 033-639-2322

삼척 경제과 033-570-3352

홍천 일자리경제과 033-430-2843

횡성 기업경제과 033-340-2060

영월 경제고용과 033-370-2546

평창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정선 경제과 033-560-2150

철원 경제진흥과 033-450-5359

화천 지역경제과 033-440-2368

양구 전략산업과 033-480-2189

인제 경제협력과 033-460-2383

고성 경제투자과 033-680-3738

양양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