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30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단기 556명 830명

주관부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청년일자리팀장 박미라, 담당 최재원 ☎ 729-8763

협조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 정책목표

지역일자리 발굴·제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및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하고, 기업에는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제공 

□ 개    요
  ❍ 근    거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13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선정(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2018년 ~ 계속

  ❍ 참여대상: 청년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선정: 3개유형 3개분야

2019년 연  간 ∘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선정: 3개유형 5개분야

2020년 연  간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선정: 3개유형 4개분야

2021년 연  간 ∘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선정: 2개유형 2개분야

2022년 연  간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선정: 3개유형 3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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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3 6,153 381 1,842 1,718 1,720 492 990

국비 4,085 3,507 187 1,008 1,015 1,009 288 578

도비 622 514 11 125 154 171 53 108

시비 2,436 2,132 183 709 549 540 151 304

※ 변경사유: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반납 913백만원, 이월예산 중복 1,658백만원, 총 2,571백만원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수

(청년두런두런 취·창업, 성남형청년인큐베이팅)
50 80명 73명 91.2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수

(청년두런두런 취·창업, 성남형청년인큐베이팅, 
전공살리기 프로젝트등)

50 201명 210명 104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수

(청년두런두런 취·창업, 성남형청년인큐베이팅등)
계속 120명 151명 126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수

(청년두런두런 취업, 청년아! 4차가자!)
계속 100명 127명 127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수

(청년두런두런 취업, 청정 일자리, 성남)
계속 90명 66명 73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수 556명 73명 210명 151명 127명 66명

    ∙ 사업추진상황 

협 약 식 직무교육 현장점검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계획 수립   
◦ 사업장·참여자 모집 및 선정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17개 기업 청년 33명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창업」: 창업 10팀 
  -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18개 기업 청년 30명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장·참여자 신규 모집 및 선정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52개 기업 청년 61명
  -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 28개 기업 청년 41명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창업」: 창업 10팀, 동아리 8팀
  - 「청년전공살리기 프로젝트」: 8개 기업 청년 17명
◦ 사업장 및 참여자 점검(40개기업 청년 59명) 및 간담회 개최
◦ 사업장 및 참여자 현장확인 및 면담(28개기업 청년 46명)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장·참여자 신규 모집 및 선정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43개 기업, 청년 36명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창업」: 창업 10팀
  - 「 S챌린지 스타트업 in 캠퍼스」: 창업동아리 8팀
  -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 : 15개 기업, 청년 18명
◦ 사업장 및 참여자 점검 및 면담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온라인 비대면 직무교육 실시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장 및 참여자 신규 모집, 선정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55개 기업 선정(118개소 접수)
  - 「청년아, 우리4차가자!」: 25개 기업 선정(79개소 접수) 참여청년 6명 선정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참여청년 32명 선정
  - 「청년아, 우리4차가자!」: 13개 기업 추가 선정, 참여청년 9명 선정
◦ 사업장 및 참여자 서면 점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청년! 온(ON)택트』 직무 교육 실시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장·참여자 신규 모집 및 선정
  - 「청정 일자리,성남」: 14개 기업(90개소 접수), 청년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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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94 5,777 94 5,777 381 1,842 1,717 1,717 120

국비 94 3,286 94 3,286 187 1,008 1,014 1,009 68

도비 92 475 92 475 11 125 154 171 14

시비 94 2,016 95 2,016 183 709 549 537 38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8.05.25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96,216
(시비포함) 확정 

2018.11.08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817,400
(시비포함) 확정 

2019.09.17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42,675
(시비포함) 확정 

2020.10.12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76,696
(시비포함) 확정 

2021.09.17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482,338
(시비포함)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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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7 5,777 990 990

국비 3,864 3,286 578 578

도비 583 475 108 108

시비 2,320 2,016 304 304

 ※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사업 변동 가능성 있음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기존 4유형 종료 및 
1유형 신규 인원 배정 없음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공모를 통한 
일자리 사업 추진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 및 사업비 확보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일자리 사업 참여 활성화

□ 기대효과 
❍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 관내 기업에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