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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 정책목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우리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    요

  ❍ 추진근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원대상: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지급금액: 청년 1인당 연100만원 분기별 2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모바일, 카드 중 선택)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간 ∘2018년 청년배당 지급

2019년 연간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2020년 연간 ∘2020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2021년 연간 ∘2021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2022년 연간 ∘연도별 청년기본소득 지급

2023년이후 지속 ∘연도별 청년기본소득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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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66 27,109 46,382 5,470 12,986 11,482 11,069 5,375 42,375

도비 58,301 - 28,638 - 9,090 8,037 7,748 3,763 29,663

시비 57,565 27,109 17,744 5,470 3,896 3,445 3,321 1,612 12,712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청년배당 지급 계획 수립 및 지급 100 계획수립
지급

1월 계획수립
배당 지급 100

2019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속 계획수립
지급

1월 계획수립
배당 지급 100

2020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속 계획수립
지급

1월 계획수립
배당 지급 100

2021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속 계획수립
지급

1월 계획수립
배당 지급 100

2022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속 계획수립 1월 계획수립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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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배당 지급 지급계획 수립
청년배당 지급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기본소득 지급 지급계획 수립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청년배당 지급
◦ 1월: 청년배당 지급계획 수립 
◦ 분기별 접수 및 심사를 통한 지급
 - 10,425명, 10,331백만원 지급 ◦ 신청자: 10,425명

2019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도비(도 70%, 시30%) 보조사업 추진
◦ 분기별 접수 및 심사를 통한 지급
  - 9,601명, 9,748백만원 지급 ◦ 신청자:  9,601명

2020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 분기별 접수 및 심사를 통한 지급
  - 9,223명, 10,750백만원 지급
◦ 6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 신청자:  9,223명

2021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 분기별 접수 및 심사를 통한 지급
  - 9,104명, 10,528백만원 지급 ◦ 신청자:  9,10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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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62,275 26,075 78.0 36,200 5,162 9,748 10,750 10,528 12

도비 75.9 21,726 75.9 21,726 6,823 7,525 7,370 8

시비 90.4 40,549 26,075 81.6 14,474 5,162 2,925 3,225 3,15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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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71 26,075 33,196 42,375 5,375 10,750 10,500 10,500 5,250

도비 19,623 - 19,623 29,663 3,763 7,525 7,350 7,350 3,675

시비 39,648 26,075 13,573 12,712 1,612 3,225 3,150 3,150 1,575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방안

  ❍ 경기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업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학업과 취업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복지향상과 
     불안정한 취업활동 축소로 취업역량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