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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협력체계 관내 협약 기업

시민참여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 정책목표

  지역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청년사회안전망 협업에 따른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제공

□ 개    요
  ❍ 근    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 사업기간: 2018년 11월부터

  ❍ 대상기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고용우수 인증기업(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며 창의적 인재 발굴 기업) 

  ❍ 협약내용

    ∙ 지역청년에게 노동개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청년들의 기회 제공

    ∙ 성남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우선 지원 및 청년사회안전망 협업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선정 및 성남시·기업·청년 3자 협약

2019년 연  간 ∘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선정 및 성남시·기업·청년 3자 협약

2020년 연  간 ∘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선정 및 성남시·기업·청년 3자 협약

2021년 연  간 ∘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선정 및 성남시·기업·청년 3자 협약

2022년 이후 연  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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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80.6 20 20 18.6 19 3 5

국비 40.5 - 38 10 10 7 9.5 1.5 2.5

도비 9.7 - 9 3 3 0.6 2 0.4 0.7

시비 35.4 - 33.6 7 7 11 7.5 1.1 1.8

※ 2022년 국도비 내시 확정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민간기업과 협약 50 20개 기업 17개 기업 85

2019년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민간기업과 협약 50 50개 기업 88개 기업 176

2020년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민간기업과 협약 계속 50개 기업 74개 기업 148

2021년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민간기업과 협약 계속 50개 기업 78개 기업 156

2022년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민간기업과 협약 계속 50개 기업 5개 기업 1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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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기업 255개 기업 17개 기업 88개 기업 74개 기업 78개 기업 5개 기업

고용 청년 314명 33명 118명 82명 85명 7명

    ∙ 사업추진상황 

협    약    식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 2018.  9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선정(23개 기업)
               [성남시·기업·청년 3자 협약식 체결]
◦ 2018. 11. 6.:「청년 두런두런 취업」17개 기업 청년 33명

2019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 2019. 4.  5.:「청년 두런두런 취업」22개 기업 청년 27명
◦ 2019. 4. 11.:「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20개 기업 청년 30명
◦ 2019. 7. 11. 
  -「청년 두런두런 취업」11개 기업 청년 11명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8개 기업 청년 11명
◦ 2019. 8. 30. :「청년전공살리기 프로젝트」5개 기업 청년 8명
◦ 2019. 9월 ~ 12월 
  - 「청년 두런두런 취업」19개 기업 청년 23명
  - 「청년전공살리기 프로젝트」3개 기업 청년 9명

2020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 2020. 2월 ~ 6월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12개 기업, 청년 12명
  -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 10개 기업, 청년 11명
◦ 2020. 7월 ~ 9월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16개 기업, 청년 17명
  -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  5개 기업, 청년 7명
  - 「청년전공살리기」: 12개 기업, 청년 16명
◦ 2020. 10월 ~ 12월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16개 기업, 청년 16명
  -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  3개 기업, 청년 3명

2021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 전공살리기 사업

◦ 2021. 1월 ~ 3월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8개 기업, 청년 9명
  - 「청년아, 우리 4차가자!」:  6개 기업, 청년 6명
 2021. 4월 ~ 9월 
  -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34개 기업, 청년 36명
  - 「청년아, 우리 4차가자!」:  9개 기업, 청년 9명
  - 「청년전공살리기」: 21개 기업, 청년 25명

2022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 전공살리기 사업

◦ 사업장·참여자 신규 모집 및 선정
  - 「청정 일자리,성남」: 14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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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67.1 - 83 67.1 20 20 15 12.1

국비 82 31.1 - 82 31.1 10 10 5 6.1 -

도비 87 7.9 - 89 7.9 3 3 1 0.9 -

시비 83 28.1 - 83 28.1 7 7 9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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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67.1 5 5

국비 333.6 31.1 2.5 2.5

도비 8.6 7.9 0.7 0.7

시비 29.9 28.1 1.8 1.8

 ※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사업 변동 가능성 있음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 홍보

    ∙ 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산업단지 공단 등 관내 업체 대상 홍보

    ∙ 유형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시 성남시 공식 SNS, 관내 대학교 및 

      특성화고), 지역방송 (ABN) 홍보 및 청년대상 통합홍보 시행

□ 기대효과 

  ❍ 지역청년에게 노동개혁 인식을 공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