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목표
m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 마련

m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요원 육성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 2022

m (총사업비) 14,054백만원

m (주요내용)

  - 청년 창업 지원(창업교육, 창업지원금 지원, 창업 공간 조성 등)

  - 청년 취업 지원(구직 활동비 및 근속 장려금 등 지원)

  - 청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추진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청년 취‧창업 지원
(명)

계획 135 269 270 270 135
실적 135

청년형공공일자리 
창출(명)

계획 130 130 130 130 78
실적 130

4-1-4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2018~2022
총사업비
(백만원)

14,054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20%

추진부서
(협조부서)

인구정책과
담 당 자
(연 락 처)

최영훈, 민성현

(5863), (586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14,054 298 1,050 3,456 2,650 2,192 2,202 2,206
국비 3,467 - 203 934 746 528 528 528
도비 2,227 146 103 416 383 389 394 396
군비 8,360 152 744 2,106 1,521 1,275 1,280 1,282
기타 - - - - - - - -

    【확보(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11,826
(1,869)

298
(298)

3,096
(1,571) 8,432

국비
1,987
(185) - 467

(185) 1,520

도비
1,814
(321)

146
(146)

343
(175) 1,325

군비 
8,025

(1,363)
152

(152)
2,286

(1,211) 5,587

기타 - - -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분기) 추진실적 비고

2018

○ 취·창업 활동 지원: 37명
 - 창업지원: 11명, 취업지원: 26명
○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 프로젝트 추진: 49명
 - 청년 마을로 33명, 청년 내일로 16명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
 - 8개 업체, 49명
○ 단기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 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해남형공공근로)
   · 92개 사업, 청년 130명(지역공동체 21, 공공 53, 해남형공공 56)



 이후 추진계획

연도(분기) 추진계획 비고

2019

○ (예비 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사회적 경제기업 매니저, 드론산업 서비스 전문가, 청년 스타 유튜

버, 청년 농수산 유통활성가 교육 등 청년 역량 강화
 -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을 통한 취·창업 역량강화 및 지역 청년
   네트워크 조성

2020

○ (도약 단계) 예비 단계 청년 취·창업 지원
 - 두드림 청년 창업지원, 향토자원 활용 청년 창업지원 등 교육 수료 
   청년의 본격적인 창업 지원
 - 사회적 경제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매니저, 마을로 사업 청년 
   활동가 배치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21
○ (발전 단계) 청년 및 채용 업체의 Win-Win 전략 수립
 - 선진지 벤치마킹,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역 청년 경쟁력 제고
 - 청년 채용 업체 재정적 인센티브 및 생산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2022

○ (환기 단계) 지역 특화 정책 및 선도 청년 모델 개발
 -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및 보완 등을 통한 중·장기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설정
 - 지역 특화 모델로 활용 가능한 선도 청년 취·창업 모델 발굴

 기대효과

   m 청년에게 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유도

   m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통한 고용시장 활기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