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산업인력공단, 전국기능경기대회 성황리에 마쳐
1천800여 예비기술인 참가…10개국 인사도 참관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은 경상북도가 차지했다. 경기도는 준우승, 대구광역시는 종합 3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에 대한 우대풍토를 조성하고 예비숙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련기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국무총리상을 받은 농업기계정비 직종의 서경진 군은 "'끝까지 해봐

한다.

야 후회가 없다'는 좌우명을 실천한 결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대표적인 사례가 196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다. 올

있었다"고 말했다.

해는 '내 삶이 바뀌는 으뜸 기술'이라는 슬로건으로 10월 5~12일 여

또 이번 대회에는 글로벌 기술강국 한국의 기술인재 육성을 현장에

수엑스포 등 6개 경기장에서 게임개발 등 50개 직종의 1천800여 예

서 경험하기 위해 러시아 등 10개국 49명의 외국 인사가 참관했다.

비숙련기술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IT 네트워크시스템, 의상디자인 등 5개 직종에 15명의 외국인 선수

이번 대회 종합우승(대통령배)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도 참여해 우리나라 선수와 기량을 겨뤘다.

10개로 종합점수 1천712점을 획득한 경상북도가 차지했다.

공단은 더 많은 청년이 기술을 배워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개척할 수

경기도는 준우승으로 국무총리배를 가져갔고, 대구광역시가 3위에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게 수여되는 고용노동부장관배를 수상했다.

찾아가는 숙련기술 체험캠프 인원도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리고

직종별 상위득점자 2명(팀)은 평가 경기를 거쳐 2019년 러시아 카잔

산업현장교수와 청년구직자 간 멘토링을 확대 중이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발평가전 출전 자격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그동안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명장 634명을 선

올해 대회는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월-월요일'에서 '금-금요일'로

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139명의 기능한국인을 발굴하는 등 이들

바뀌어 진행됐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숙련기술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 청년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해 청소년들의 기술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동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준비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우리

안산중학교 등 20개교의 4천400여 명이 참여했다.

나라 숙련기술의 발전에 달려있다"면서 "더 많은 청년이 기술을 배워

인문계고교에서 직업계고교로 재입학해 자신의 적성을 찾은 자동차

성장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

차체수리 직종의 금메달 수상자인 최자헌 군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

다.

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시작해도 두렵지 않았다"면서 "내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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