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00 - 14:05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부양과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말

사회자
박영범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단정리

program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14:05 - 14:10

우리의 새 정부에서는‘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구현을 위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고

K50%
CMY50% K
CMY
MY
CY
CM
Y
M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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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특히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은 대상별
핵심인력의 고용 가능성 향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

<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

2주제 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

14:40 - 15: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3년「직업능력의 달」
을 맞이

1주제 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14:10 - 14:40

되고 있습니다.

류기락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달체계 개편방안

하여『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
체제 구축 방안 탐색』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5:10 - 15:20

이상준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offee break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와 내용,
고용과 복지의 연계 방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15:20 - 16:30

종합토론

좌장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석현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오영훈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하헌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참여하시어, 뜻 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미 박사 (경기복지재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수봉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 세미나를 통해 고용-복지 연계, 대상 인력의 고용 가능성

※ 토론순

감사합니다.
2013. 9

16:30

폐회

사회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 영 범

T. 02. 3485. 5031 / 5208 / 5229

F. 02. 3485. 5049

www.krivet.re.kr

문의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 홍보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청담동 15-1)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지판(우회전 후 72m이동)
좌회전(청담공원 방면) > 청담2치안센터 골목으로 우회전 >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경우 도산대로 방면 우회전 후 509m이동->청담사거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지판, 좌회전 후 72m 이동
좌회전(학동로) > 강남세무서를 지나 학동로 67길로 우회전 후 280m 이동 >
코엑스 방향에서 오실 경우 영동대로 > 경기고교앞사거리에서 강남구청방향으로

[자가이용]
버스 4312, 3219 이용 > 강남구청 사거리 또는 강남세무서 하차
(택시 이용시 강남구청 또는 강남세무서 하차)
2호선 선릉역 하차후(8번 출구) 버스 이용,
버스 4312, 301, 361 이용 > 강남구청 사거리 하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관 대회의실

버스 4312, 301, 361 이용 > 강남구청 사거리 또는 강남세무서 하차
3호선 압구정역 하차후(2번출구) 버스 이용, (택시 이용시 청담파출소 하차)

2013. 9. 4(수) 14:00~16:30

7호선 강남구청역(4번출구)및 청담역(8번출구) 하차후(강남세무서 방향) 도보 10분

[대중교통]

고용-복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
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개회 및 국민의례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05 - 14:10

인사말

사회자
박영범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리의 새 정부에서는‘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구현을 위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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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정리

CM

14:00 - 14:05

Y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부양과

M

안녕하십니까?

program

모시는 글

있습니다. 특히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은 대상별
핵심인력의 고용 가능성 향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
14:10 - 14:40

1주제 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류기락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3년「직업능력의 달」
을 맞이

14:40 - 15:10

2주제 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

하여『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
체제 구축 방안 탐색』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5:10 - 15:20

Coffee break

15:20 - 16:30

종합토론

이상준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달체계 개편방안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와 내용,
고용과 복지의 연계 방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좌장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석현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오영훈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세미나를 통해 고용-복지 연계, 대상 인력의 고용 가능성

어수봉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은미 박사 (경기복지재단)

참여하시어, 뜻 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하헌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토론순

감사합니다.
2013. 9

16:30

폐회

사회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 영 범

T. 02. 3485. 5031 / 5208 / 5229

F. 02. 3485. 5049

www.krivet.re.kr

문의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 홍보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청담동 15-1)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지판(우회전 후 72m이동)
좌회전(청담공원 방면) > 청담2치안센터 골목으로 우회전 >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경우 도산대로 방면 우회전 후 509m이동->청담사거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지판, 좌회전 후 72m 이동
좌회전(학동로) > 강남세무서를 지나 학동로 67길로 우회전 후 280m 이동 >
코엑스 방향에서 오실 경우 영동대로 > 경기고교앞사거리에서 강남구청방향으로

[자가이용]
버스 4312, 3219 이용 > 강남구청 사거리 또는 강남세무서 하차
(택시 이용시 강남구청 또는 강남세무서 하차)
2호선 선릉역 하차후(8번 출구) 버스 이용,
버스 4312, 301, 361 이용 > 강남구청 사거리 하차
버스 4312, 301, 361 이용 > 강남구청 사거리 또는 강남세무서 하차
3호선 압구정역 하차후(2번출구) 버스 이용, (택시 이용시 청담파출소 하차)
7호선 강남구청역(4번출구)및 청담역(8번출구) 하차후(강남세무서 방향) 도보 10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관 대회의실
2013. 9. 4(수) 14:00~16:30

[대중교통]

고용-복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
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