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34 손에 손잡고 청년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단기 79명 781명

주관부서 고용노동과 과장 김용 729-2280, 일자리센터팀장 729-4411, 담당 김현지 729-4412

협조부서 성남․판교일자리센터 성남일자리센터 729-4420, 판교일자리센터 781-4420

협력체계 성남고용복지+센터,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이노비즈협회, 가천대학교 등

시민참여 성남․판교일자리세턴 홈페이지, SNS 등 웹소통, 언론보도(홍보)

□ 정책목표

청년에게 구인․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변화하는 고용 상황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공유로 청년 취업률 향상 제고

□ 개    요
❍ 행사개최: 매년 2회 /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 장    소: 판교일자리센터(판교역), 성남하이테크밸리(상대원)

❍ 참여대상: 청년 구직자 및 구인기업
  ❍ 추진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 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 사업내용: 구인․구직 매칭 및 현장(온라인)면접 채용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9.21 ∘방침 결정(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2019년 6월~11월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2회(6월, 10월)

2020년 12월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1회(12월)

2021년 6월~10월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2회(7월, 10월)

2022년 5월~10월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2회(5월, 10월)

2023년이후 6월~10월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2회(6월, 10월)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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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시비 280 10 110 40 10 40 20 16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10 방침 결정 9월 방침 결정 100

2019년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90 2회 2회 100

2020년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계속 1회 1회 100

2021년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계속 2회 2회 100

2022년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계속 2회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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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및 박람회 개최 방침 결정 박람회(2회) 박람회(1회) 박람회(2회) 추진중

    ∙ 사업추진상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기 및 장소

  - 6.19: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1.12: 판교역 지하광장

 •내용

  -참여: 70개업체

  -모집: 238명

  -면접: 511명

  -채용: 34명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기: 12.2.~12.16.

 •장소: 온라인

 •내용

  -참여: 35개업체

  -모집: 169명

  -면접: 57명

  -채용: 9명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기 및 장소

 - 7.6.~7.8: 판교일자리센터

 -10.26.~10.29.: 판교일자리센터

 •내용

  -참여: 72개업체

  -모집: 231명

  -면접: 213명

  -채용: 36명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 수립

 •시기 및 장소

 - 5.25.~5.27: 온라인(메타버스 

              공간)채용박람회

              추진 계획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방침결정 ∘방침결정(9월)

2019년 채용박람회 개최

∘2019.  3. 26. : 행사장 대관 (성남시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

∘2019.  5. 13. : 공단업체 행사참여 협조

                 (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회 회의시)

∘2019.  5. 13. : 동서울, 가천대학교 행사참여 협조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2019.  6. 19. :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청년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개최

∘2019. 11. 12. : 판교테크노벨리 청년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면접 참여 511명

2020년 채용박람회 개최 ∘2020. 12.  2.∼12. 16.: 판교 청년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개최 면접 참여  57명

2021년 채용박람회 개최
∘2021. 7 6.∼ 7.  8. : 청년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2021. 10. 26.∼ 10 29 : 청년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면접 참여 213명

2022년 채용박람회 개최
∘2022. 3.11.~ 3.31. : 상반기 청년맞춤형 메타버스 채용박람회 공동개최 
                        계획 수립 (성남시․성남고용복지+센터․가천대학교․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원)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고용복지+센터, 가천대학교(일자리센터), 

성남산업진흥원, 성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행사 홍보 및 소속 기업(업체) 

참여 안내

소속 기업(업체)중 구인 기업 

채용 부스설치 운영 및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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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99.2% 119 10 99.1% 109 - 38 9 4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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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279 10 109 160 20 40 40 40 20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시청내 성남 일자리센터는 수정․중원구 구인․구직에 집중하고, 

     판교 일자리센터는 분당지역과 청년 취업 거점 공간으로 발전 노력 

    ∙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운영

    ∙ 판교테크노밸리 구인 업체(찾아가는) 발굴단 운영

    ∙ 상설면접장 운영

    ∙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연 1인당 5회)

    ∙ 청년 뉴딜 계층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성남․판교 일자리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로 관내 구인 업체와 

구직자의 매칭을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 기대효과 

  ❍ 변화하는 고용 상황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공유로 취업률 향상제고

  ❍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입직 소요 기간 단축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