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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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0%

추진부서
(협조부서)

인구정책과
담 당 자
(연 락 처)

최영훈, 김은지

(5863), (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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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284 523 - -

청년형공공일자리 
창출(명)

계획 130 130 130 130 78
실적 130 340 132 - -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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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 298 3,096 7,865 5,345 3,567 - -(11,567) (298) (1,571) (5,611) (4,087)

국비
3,762 - 467 1,862 1,059 374 - -(2,537) (185) (1,457) (895)

도비
3,390 146 343 1,644 812 445 - -(2,431) (146) (175) (1,361) (749)

군비 
12,938 152 2,286 4,359 3,474 2,667 - -(6,599) (152) (1,211) (2,793) (2,443)

기타 81 - - - - 81 -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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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9

○ 청년 창업 지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3개 업체, 청년 91명
 -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3명(교육 중)
○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 「청년 일자리창출 통합지원」 업무협약
   · 3. 22. / 해남군, 육군 제8539부대4대대, 전남인력개발원
 - 청년 취업지원 사업: 청년 29명 / 2,500천원 한도내 취업지원
 -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 161명 지원 / 상시 취·창업 교육, 컨설팅 등
○ 단기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해남형공공근로)
   · 92개 사업, 청년 170명(지역공동체 9, 공공 78, 해남형공공 83)
○ 중·장기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
   · 마을로(35개 사업장 70명), 내일로(22개 기관 33명)
 - 해남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4개 사업, 청년 선발 62명
 -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 4개 업체(해남농협, 옥천농협, 계곡농협, 땅끝농협), 청년 5명 채용

2020

○ 청년 취업 지원사업(10종)

 -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45개 사업장, 청년근로자 88명 매칭

 -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2개 사업장, 청년근로자 2명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10개 기업체 11명 청년

 - 청년 농수산 유통전문가 양성: 지역농협 5개소, 8명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29개 기업, 93명 청년근로자 지원

 - 전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청년 구직자 30명 지원

 - 해남 청년 취업 지원: 17명 지원 / 전남청년구직활동 수당으로 통합

 - 청년 스타 유튜버 양성: 7명 선정, 교육 실시(8주)

 - 전남 일자리카페 운영: 해남YMCA(직업상담사 1명), 청년 234명 가입

 -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10명 교육완료(한식조리기능사반, 창업요리반)

○ 청년 창업 지원사업(2종)

 - 전남 청년 두드림 창업 지원: 해남YMCA, 18명(기존 9명, 신규 9명)

 - 전남 청년 향토자원활용 창업 지원: 3명

○ 청년형 공공일자리사업(2종)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해남형 공공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124명

  - 땅끝 까치 영상단: 8명

☞ 2020년 목표대비 164%(목표 400명 / 실적 655명)

  - 청년취업지원 502명 / 청년창업지원 21명 / 청년공공일자리 132명



 이후 추진계획

연도 추진계획 비고

2021

○ 청년창업 지원사업: 2종 / 34명 / 573백만원(국비72, 군비501)

 - 웹셀러 청년창업지원: 온라인 창업 역량강화 교육(10개소)

 - 두드림 청년창업지원: 창업컨설팅 및 창업지원금 지원(24명)

○ 청년취업 지원사업: 3종 / 250명 / 267백만원(도비118, 군비149)

 -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 유도(40명)

 -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200명)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급(10명)

○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5종 / 156명 / 2,727백만원
                            (국비302, 도비326, 군비2,018, 기타81)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매니저 인건비 지원(10명)

 -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지역 농·수·축협 청년 유통활동가 배치(8명)

 -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마을단위 사업장과 청년근로자 매칭(50명)

 - 청년 일경험 드림: 군정중점과제 및 시책연계사업 전담인력(30명, 상·하반기)

 - 꽃단지 조성 청년매니저: 소규모 꽃단지 조성관리 전담인력(14명,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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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취·창업 역량 강화 기대

  m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여 청년 취업률 제고



(백데이터)

<2021년 일자리창출팀 청년일자리 예산확보 내역>

(단위: 명,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
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   계 440 3,567,242 374,323 444,789 2,667,490 80,640

1 웹셀러 청년창업 10 200,000 0 0 200,000 0 창업
지원

2 두드림 청년창업 24 373,300 72,000 0 301,300 0 창업
지원

3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40 202,000 0 80,800 121,200 0 취업

지원

4 청년 일자리카페 200 35,000 0 10,500 24,500 0 취업
지원

5 청년 구직활동 
수당 10 30,000 0 27,000 3,000 0 취업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10 231,612 82,806 0 148,806 0 재정

지원

6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8 143,839 51,403 46,218 46,218 0 재정

지원

7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50 949,431 168,114 280,271 420,406 80,640 재정

지원

8 청년 일경험 드림 60 1,118,700 0 0 1,118,700 0 재정
지원

9 꽃단지 조성 
청년매니저 28 283,360 0 0 283,360 0 재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