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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 급속한 고령화와 준비없는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중장년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확대·창출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일자리 및 경력을 활용한 전문일자리, 직업훈련을
   통한 취·창업 지원까지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신중장년층 고용률 상승 

□ 개    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대상: 신중장년세대(40세~64세 이하)
  ❍ 사업내용
   ⦁ (직접일자리) 공공근로 등 7개 사업
   ⦁ (취업 및 창업지원) 성남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구      분 사업명

직
접
일
자
리

공공분야
일자리확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성남시민순찰대운영

코로나19대응 새희망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경력활용을 위한 
전문일자리 지원

신중년경력활용 전문일자리 사업
특화된 전문일자리지원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
성남직업능력개발센터

성남시신중년기술창업센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9월 ∘추진 방침 결정(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2019년 연간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별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특화된 전문일자리, 성남 시민순찰대,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2020년 연간
∘기존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 (신규)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사업 

2021년 연간

∘기존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 (신규)지역방역일자리사업, 미래적응 직업훈련, 신중년실전창업교육,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 사업

2022년 연간
∘기존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 (신규)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023년 이후 지속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30,019 2,642 59,501 3,964 11,365 15,900 20,396 7,876 67,876

국비 19,524 80 6,856 120 753 379 5,016 588 12,588

시비 110,495 2,562 52,645 3,844 10,612 15,521 15,380 7,288 55,288

※ 재정투입계획 변경사유: 2022년 상반기 재정투입액을 연간 투입액으로 과산정하여 수정함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이행률 100%
 (단위 : 명, %)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 신중장년세대 직접일자리 확대 50 674 710 105.3

2019 신중장년세대 직접일자리 확대 50 1,156 1,182 102.0

2020 신중장년세대 직접일자리 확대 계속 1,305 1,715 131.4

2021 신중장년세대 직접일자리 확대 계속 1,501 1,892 126.0

2022
상반기 신중장년세대 직접일자리 확대 계속 755 

(연간 1,510)
781

(3.31.기준) 103.4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단위 : 명, %)

 

사 업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3.31.기준)

일자리
계획인원

신중장년
참여인원

(계획대비비율)

일자리
계획인원

신중장년
참여인원

(계획대비비율)

일자리
계획인원

신중장년
참여인원

(계획대비비율)

일자리
계획인원

신중장년
참여인원

(계획대비비율)

일자리
계획인원

신중장년
참여인원

(계획대비비율)

계 1,210 710
(58.7) 1,926 1,182

(61.4) 2,104 1,715
(81.5) 5,218 1,892

(59.2) 1,877 781
(41.6)

공 공 근 로  사 업 706 411 1,095 645 1,250 1,132 296 156 800 248

지 역 공 동 체
일 자 리  사 업 220 149 314 173 310 177 344 216 344 115

특 화 된  전 문 
일자리 지원사업 124 65 115 92 114 94 118 101 114 84

성 남 직 업 능 력
개 발 센 터  운 영 160 85 160 82 200 127 200 160 140 32

성 남 시 민
순 찰 대  운 영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 242 190 200 152 204 199 226 189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사업 2020년 신규사업 30 33 37 28 38 21

코로나1 9  대응 
새희망일자리사업

2021년 신규사업

466 278

지역활력플러스 
일 자 리 사 업 310 222

지역방역일자리사업 861 269 165 92

지역일자리사업 320 232

미래적응 직업훈련 20 10

성남시신중년기술
창 업 센 터 20 21 20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 원 사 업 2022년 신규사업 30 -

    ∙ 사업추진상황 

직업능력개발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성남시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 제6차 협약체결
  - 위탁기간: 2020.1.1. ~ 2022.12.31.
  - 위탁내용: 중장년층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운영과목: 총 5개과정(2022년 기준) 
  - 스마트전기, 멀티시설관리사, 융합빌딩관리사, 복합시설관리사, 드론과 IoT제어실무
∘교육인원: 연 140명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경력활용을 위한 전문일자리 지원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방역강화와
  동시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사업
∘특화된 전문일자리사업
  - 참여자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사업별 연간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3,964백만원
◦ 주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
◦ 신중장년 일자리 참여목표 인원: 674명

2019년 사업별 연간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11,365백만원
◦ 주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
◦ 신중장년 일자리 참여목표 인원: 1,156명

2020년 사업별 연간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15,900백만원
◦ 주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6개 사업
◦ 신중장년 일자리 참여목표 인원: 1,305명

2021년 사업별 연간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20,396백만원
◦ 주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12개 사업
◦ 신중장년 일자리 참여목표 인원: 1,501명

2022년 사업별 연간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15,752백만원
◦ 주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
◦ 신중장년 일자리 참여목표 인원: 1,510명
  - 상반기 참여목표 인원: 755명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성남산업진흥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2021.4.20.)
【기간: 2021.4.20. ~ 2021.12.31】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실시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민간위탁 제6차 협약체결

【기간: 2020.1.1. ~ 2022.12.31】

∘교육인원: 140명(연간) 
∘운영과목: 총 5개과정 
  - 스마트전기, 멀티시설관리사, 융합빌딩관리사, 복합시설관리사, 

드론과 IoT제어실무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3.31.기준)

계 86.5 53,778 2,642 85.9 51,136 3,352 11,036 14,719 18,502 3,527

국비 84.2 5,840 80 84 5,760 107 753 379 4,425 96

시비 86.8 47,938 2,562 86.2 45,376 3,245 10,283 14,340 14,077 3,431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121,654 2,642 51,136 67,876 7,876 15,000 15,000 15,000 15,000

국비 18,428 80 5,760 12,588 588 3,000 3,000 3,000 3,000

시비 103,226 2,562 45,376 55,288 7,288 12,000 12,000 12,000 12,000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타 일자리 사업과 구별된 각 사업별 정체성 확립

  ❍ 우리시 특성과 실정에 맞는 연속적인 사업 발굴 

  ❍ 사업 참여자의 욕구 및 특성 파악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과 탄력성 확보

□ 기대효과 

❍ 신중장년세대(40~64세)의 고용률 향상 및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

 ❍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경력단절 방지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부심 고취

 ❍ 직업훈련을 통한 취·창업 기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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