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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더 큰 아산, 더 큰 행복’’’

2021년도 아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1년도 아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1년도 아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Ⅰ  추진 목적               

 □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시행의 필요

    - 정책 전반의 체계적 대응과 실행력 담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

 □ 정부(국무조정실)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을 통해 성과창출 극대화

    - 청년 삶의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온전히 개선할 수 지원시스템 마련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9조 제1항

 
 □ 『아산시 청년기본 조례』제7조 제1항 내지 2항

2020년 청년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개선‧보완하고 성과를 발전

시켜나감은 물론, 청년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수립으로 지역사회의 성장

가능성 및 행복 체감도에 관한 현안 과제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아산시 청년기본 조레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청년

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

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한

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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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산시 청년 현황 및 실태

◇ 아산시 청년고용동향 현황 및 분석

 ○ (고용동향)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적 충격이 노동시장에 반영되어 전국 및 

충남도의 청년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 ’20년 아산시 청년

고용률은 작년 대비 2.1%P 상승하고 실업률은 5.1%P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

 

(단위 : 천명, %/ 국가통계포털 KOSIS)

    

구분 생산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취업자 실업자 경제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 8978 4199 4779 3824 375 46.8 42.6% 8.8%

충남 378 172 206 157 15 45.5 41.6% 8.4%

아산 67.5 29.8 37.7 28.1 1.7 44.1% 41.6% 5.7%

아산(전) 290.4 184.8 105.6 179.8 5 63.6% 61.9% 2.7%

 ○ (원인분석)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세

가 즉각적으로 반영된 서비스 산업(임시직 종사자)의 비중이 적어 고용충

격이 다소 크지 않았고,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내일카드’, ‘청년취업스

터디 스파르타’, ‘기업전담 상담사 제도’ 등 지역특성 및 밀착된 기업연계에 

기반한 청년일자리 정책의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고용전망) 코로나 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로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뉴딜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수요증가와 자동차 산업의 내수 증가세 유지* 등의 요인이 향후 청년고용지표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지연된 실업의 대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년 동월 대비 8.9% 내수 증가, 3.8% 생산감소 <출처 : 산업자원부 7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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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년일자리 현황 및 분석 

 ○ (주요산업별 일자리현황) 아산시 내 주된 청년 일자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63.1%), 서비스업(8.7%), 도소매업(4.5%) 순으로 최근 4년간 제

조업 ‧ 서비스업은 일자리 소폭 감소세, 도소매업은 일자리 소폭 증가세 추이 

                                          

                                                       <출처: 고용보험 「주요산업별 피보험자수 통계」아산시 / 20~39세>

 ○ (‘일자리의 질’ 지수)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서울‧경기를 제외한 기초 지자체로

는 창원 성산구와 함께 아산시가 ‘일자리의 질’* 지수 상위 그룹(39개)에 포함

    * 일자리 질 지수: 지역 내 좋은 일자리 분포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로서 ①지역 내 고소

득 비중 ②지역 내 고학력비중 ③지역 내 고숙련자 비중 지표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지역 일자리 질을 상위-중상-중하-하위로 4등급화한 개념

     《 지역 일자리 질 지수 상위 그룹 리스트 》

구 분 시도 명 시군구 명

상위
그룹
(39개)

서울(19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성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역시(6개)  대구수성구, 인천연수구, 대전유성구, 울산남구, 동구,북구

경기(12개)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화성시

그 외 지역(2개)  충남 아산시, 창원 성산구
 

<출처: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19.3.29.>

 ○ (시사점) ‘일자리의 질’ 지수과 높다는 것은 아산이 타 시군에 비해 고임

금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의미로 청년에게 적합한 양

질의 일자리를 매개로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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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년인구 현황 및 분석

 ○ (인구현황) 아산시 청년인구는 91,457명으로 아산시 총인구 316,129명의 28.9%임 

    - 청년인구비율이 전국 30.2%보다 1.3%P 낮고, 충남 24.3%보다 4.6%P 높음

구 분　

전  국 충  남 아  산

총인구 총인구 총인구
청년인구 청년인구 청년인구

비율 비율 비율

2019.12. 51,849,801 15,120,258 29.1% 2,123,709 577,836 27.2% 314,395 94,314 29.9%

2020.12. 51,829,023 15,698,094 30.2 2,121,029 516,373 24.3 316,129 91,457 28.9%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만18세~39세)>

 ○ (인구증감) 아산시 전체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인구는 매년 감소 

   - 청년인구감소는 청년으로 진입하는 인구에 비해 청년 이탈 인구가 많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  ※  순 이동 인구(전입인구 - 전출인구)는 매년 양수 (+)유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만18세~39세)>

○ (인구분포) 배방읍 청년 인구수는 85,011명(전체 청년인구의 27.5%)으로 아산시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음 ⇒ 배방읍 청년활동 공간(청년센터) 조성 필요 

아산시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85,011
(100%)

1,194
23,418
(27.5%)

576 6,833 5,646 7,045 809 1198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371 649 4,732 2,829 2,900 9,626 4,331 5,746 7,10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만20세~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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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년주거 현황 및 분석

 ○ (주거현황) 청년의 54%가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은 17.6%이며 청년 주택소유자의 75%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주거현황) 아산시 청년 주택소유자는 청년 전체인구의 9%에 불과하며 주택소유자

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원룸 등 1인 가구로 생활

     

   

구 분 청년인구
청년 소유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 타
구성비

전 체 65,133 6,176 165 5,613 100.0 341 57
　 (100.0) (2.7) (90.9) 　 (5.5) (0.9)

남 성 35,092 3,738 102 3,392 60.4 210 34
여 성 30,041 2,438 63 2,221 39.6 131 23

18~24세 24,841 220 23 138 2.5 52 7

25~29세 18,625 1,239 45 1,085 19.3 94 15

30~34세 21,667 4,717 97 4,390 78.2 195 35

  

주거문제 청년가구 소득 분포 청년 가구 주거비용 현황

    <출처: 2019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단위: %>

구분 지역별 2017년 2018년 2019년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RIR)

수도권 23.8% 22.7% 23.1%

수도권외 18.8% 17.5% 17.6%

대출금상환

부담정도

수도권 81.7% 83.5% 76.9%

수도권외 79.6% 85.2% 75.5%

‘19 청년무주택 소유자 거주형태 조사(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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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년경제 현황 및 분석

 ○ (신용대출) 청년 금융대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대출액이 큰폭

으로 증가, 금융대출 비율은 은행권에서 비은행‧신용‧주택담보 등 대출경로 다변화 

<출처: KOSIS 통화금융 통계, 단위: 만원, %>

 ○ (실업급여) 아산시 청년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17년 9,400건에서 ’20년 13,600건

으로 44.6% 증가하였고, 지급액도 ‘17년 94억원에서 ’20년도 188억원으로 100% 증가  

 ○ (학자금대출) 학자금 연체건수는 ‘15년 693건에서 ’19년 1,426건으로 733건 

증가, 대출 연체액 역시 같은 기간 4.2억원에서 14.8억원으로 1.5배 증가  

청년 실업급여 지급현황 추이(아산시) 학자금 대출 연체추이(충남)

<출처: 고용보험 구직급여 통계, 단위: 천건, 백만원>

청년 금융대출액 추이(전국) 청년 금융대출 비율 추이(전국) 

 6,6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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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년사회 현황 및 분석

 ○ (사회조사) 아산시 혼인율은 ‘15년 7.4%에서 ’19년 5%로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도 같은 기간 1.6명에서 1.1명으로 감소, 청년 자살률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남성의 자살률(41.6명)이 여성(18.6명)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인구동향 조사>

 ○ (선호가치) 청년들은 일보다는 여가, 이상보다는 현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선호

하고 있으며 ‘18년에 비해 ’19년에는 일과 현실 그리고 결과를 더욱 선호

구분

충청‧세종 청년 선호가치

일 여가 현실 이상 결과 과정

2018년 20.5% 46.3% 58.0% 19.6% 43.1% 23.9%

2019년 28.7% 45.9% 64.5% 13.5% 56.0% 21.4%

 ○ (행복지수) 청년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지수가 동거인보다 비동거인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과반수 이상이 본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청년 경제‧사회 실태조사>

남성 행복지수 여성 행복지수 동거인 행복지수 비동거인 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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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0년 주요성과

 코로나19에도 청년고용률 상승(청년 취업자비중 전국5위) 및 실업률 감소

 ❍ 코로나19 로 인한 기업 신규 채용 감소에도  2020년 아신시 청년 고용률 상승 및  청년 실업률 감소  

    ➫ 청년고용률 : ‘18(38.7%), ’19(39.0%) ’20(41.6%)  * 청년실업률 : ‘18(10.3%) ’19(10.8%) ‘20(5.7%)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최우수상’(전국 1등) 수상 / 지역 정착 청년인구 증가  

 ❍ 매니페스토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 /  아산시 청년 정착 인구 증가(유출인구 감소 )   

 타 지자체 벤치마킹(24개) 및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성과확산  

아산시 청년고용률

아산시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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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간 정책 대응 및 추진사항

◇ 그간의 정책대응(미흡한 점)

□ 사회적 시류에 편승한 사업에 의존  ⇒ 정책 체감도 및 효과성 한계노출

 ㅇ 주위 평범한 청년의 삶과 삶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기존 일자리 정책 

기조를 답습한 편향된 사업 추진으로 청년 삶 전반의 개선 효과는 미흡

 

   (일자리) 고용지표에 매몰되어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연계 미약

   (일자리 외) 이외 영역에 대한 관심과 예산부족으로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온전한 청년 정책추진 미흡

⇒ 청년정책은 일자리+문화‧주거·복지·공동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삶’의 문제로서 단순 일자리 지원 및 개별 정책만으로는 한계 노출

□ 현실에 안주한 느슨한 대응 ⇒ 현 시대상황 및 지역특성에 대한 고민 부족

 ㅇ 코로나 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로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느슨하게 대응

 ㅇ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아산형’ 정책모델 발굴에 소홀 

 

⇒ 화상면접, 비대면강의,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서비스 요구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행정의 만족도 저하

⇒ 지역특성을 배제한 일반적 사업으로는 지역 내 청년이 처한 여건과 

상이한 맥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정책 성과 한계 노출 

◇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공동체 등 종합적 정착유인 제공

 ②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 기반 조성 

 ③ 지역 내 자원 및 지원책을 연계하여 제안해주는 큐레이션형 청년지원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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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추진사항(기반 조성)

□ 청년정책 전담 조직 및 협의체 구성 

 ㅇ 청년전담 조직 신설(청년경제팀, 청년정책팀), 2017년 1월 

 ㅇ 청년전담 조직 통합(청년경제팀 +청년정책팀), 2019년 1월 

 ㅇ 청년전담 조직 명칭변경(청년경제팀→청년행복팀), 2021년 1월 

 ㅇ 제4기 청년위원회(청년참여기구) 구성, 2020.7.9.~2021.7.8.  

 ㅇ 청년정책위원회(정책자문기구) 구성, 2019.8.22.~2021.8.21. 

□ 청년정책 조례 제‧개정

 ㅇ「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6.7.15.), 개정(’19.5.7.)

 ㅇ「아산시 지역우수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14.11.5.), 개정(’17.12.15.)

 ㅇ「아산시 청년기본 조례」제정(‘17.5.15.), 일부개정*(’20.12.15.)

     * 청년의 나이 기준을 <18세~ 34세>에서 <18세~39세>로 변경

□ 청년센터(청년아지트 나와유) 개소 

 ㅇ 아산시 청년센터「청년아지트 나와유」1호점 개소(‘19.8.31.)

    - 번영로 86번길 27-4(어울림경제센터 내), 근무인원 3명

    - 청년의 관계확장, 참여확대, 역량개발 등 청년지원정책 추진  

 ㅇ「청년아지트 나와유」2호점(배방읍) 조성 추진(’21년 하반기 예정)

     - 배방읍 조성 예정(‘21년 하반기), 스터디카페 / 공유부엌 / 창업지원공간

   

청년아지트나와유

청년행복팀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쟁점도출
진단 및 참여

정책심의 및 결정

행정적 지원 및 집행

의제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참여

법령·예산검토
정책(안)제시

∙청년지원 프로그램 기획·실행
∙지역 청년 거버넌스 교류회 등

∙청년 참여기구(협의체,단체) 및 활동지원
∙청년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홍보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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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과제 및 목표

관계‧경험‧인식의 확장  
 청년행복 실현  

더 넓고 깊은 참여‧소통 
청년자치모델 구현

권역별 청년센터 구축
포용적 지원기반 조성 

정책 비전(1) / 전략(3) / 추진 분야(5) / 추진과제(24)

‘청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더 큰 아산, 더 큰 행복’

추진분야 주요 추진과제 구분 지원규모 추진일정

1.취업‧창업

(10사업)

① 디지털 뉴딜인력 양성사업  신규 85명  ‘21년 연중

② 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사업  신규 35명  ‘21년 연중

③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  기존 25명  ‘21년 연중

④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기존 17명  ‘21년 연중

⑤ 청년창업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사업  기존 6팀  ‘21년 연중

⑥ HRD협의회 운영지원사업  기존 4개 대학  ‘21년 연중

⑦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  기존 600회  ‘21년 연중

⑧ 청년 취업스터디 그룹 ‘스파르타’  기존 120명  ‘21년 연중

⑨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기존 1개 대학  ‘21년 연중

⑩ 초기창업패키지 운영지원사업  기존 1개 대학  ‘21년 연중

2. 관계‧경험

(5사업)

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3.14(π)’  기존 10팀  ‘21년 연중

② 청년취업캠프<청년주간 운영>  기존 200명  ‘21년 下

③ 지역착근형 운영지원사업  기존 60명  ‘21년 연중

④ 아산 한달살이 ‘온앤오프’  기존 30명  ‘21년 下

⑤ 독서커뮤니티 ‘시트러스’  기존 80명  ‘21년 연중

3.주거‧정착

(4사업)

① 청년내일카드 사업  기존 400명  ‘21년 연중

② 청년내일통장 사업  신규 100명  ‘21년 下

③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배방읍)  기존 600호  ‘22년 下

④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제도  기존 350명  ‘21년 上

4.참여‧소통

(3사업)

① 청년위원회 운영  기존 30명  ‘21년 연중

②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기존 20명  ‘21년 연중

③ ‘정책구매플랫폼’ 청년정책 마켓 운영  기존 1,000명  ‘21년 上

5.문화‧여가

(2사업)

① 청년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기존 700명  ‘21년 연중

② 청년아지트 나와유 운영 및 추가조성  신규 15,000명  ‘21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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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세부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관부처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계 4,874 1,504 738 2,368 264

A 취업‧창업(10개 사업) 3,434 1,504 619 1,047 264

A-1 디지털 뉴딜인력 양성사업 1,932 881 364 534 153 행정안전부

A-2 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 758 353 145 197 63 행정안전부

A-3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상사업 551 270 110 123 48 행정안전부

A-4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61 - - 61 - 아산시

A-5 청년창업 멘토링 및 사업화지원 36 - - 36 - 아산시

A-6 HRD협의회 운영지원사업 26 - - 26 - 아산시

A-7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30 - - 30 - 아산시

A-8 청년 취업스터디 그룹‘스파르타’ - - - - - 아산시

A-9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10 - - 10 - 고용노동부

A-10 초기창업패키지 운영지원사업 30 - - 30 - 중소벤처기업부

B 관계‧경험(5개 사업) 235 - 89 146 -

B-1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3.14’ 27 - - 27 - 아산시

B-2 청년취업캠프<청년주간운영> 18 - - 18 - 아산시

B-3 지역착근형 운영지원사업 30 - 9 21 - 충청남도

B-4 아산 한달살이사업(예산 추경확보) 160 80 80 충청남도

B-5 독서커뮤니티 ‘시트러스’ - - - - - 아산시

C 주거‧정착(4개 사업) 750 - 30 720 -

C-1 청년내일카드 사업 600 - - 600 - 아산시

C-2 청년내일통장 사업(예산 추경확보) 120 - - 120 - 아산시

C-3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배방읍) - - - - - 충청남도

C-4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제도 30 - 30 - - 충청남도

D 참여‧소통(3개 사업) 36 - - 36 -

D-1 청년위원회 운영 25 - - 25 - 아산시

D-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2 - - 2 - 아산시

D-3 ‘정책구매플랫폼’ 청년정책마켓 9 - - 9 - 아산시

E 문화‧여가(2개 사업) 419 - - 419 -

E-1 청년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19 - - 19 - 아산시

E-2 청년아지트 나와유 운영 및 추가조성 400 - - 400 -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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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청년정책 5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A. 청년 취‧창업 분야

A-1 디지털 뉴딜인력 양성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 양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디지털 분야 인력 양성 및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9개월) 

 ○ 지원인원 : 85명(만 39세 이하 지역 미취업자)

 ○ 사업예산 : 19억 (국비 8.8억원, 도비 3.6억원, 시비 5.3억원 기업부담 1.5억원) 

 ○ 수행기관 :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단체 

□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 대상모집 인건비 지원 사업종료

① 수행기관 모집공고

② 수행기관 심사선정
⇨

① 참여기업 및 
    대상자 모집

② 사업대상 선발

⇨
① 청년 직무교육 

② 채용기업 인건비지원
⇨

① 보조금 정산 

② 간담회‧워크숍 

‘21. 1월~2월 ‘21. 2~3월　 ‘21.4~12월　 ‘21. 12월

□ 기대효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선도산업 육성 및 디지털 뉴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위기 극복 

관내 소재 기업의 ‘디지털 산업’ 혁신을 위해 전문교육 및 프로젝트 실습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디지털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  

일반교육장 실습공간(클린룸)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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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 19대응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9개월) 

 ○ 지원인원 : 35명(만 39세 이하 지역 미취업자)

 ○ 사업예산 : 7.5억 (국비 3.5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2억원 기업부담 0.6억원)

구분 보조비목* 산출근거
사업비 (필수지원)

자율
지원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계 (Ⓐ+Ⓑ) 758.5 706 353 290 63 52.5

필수지원 (Ⓐ=ⓐ+ⓑ) 706 353 290 63

인건비
(신규)35명×24백만원

×9/12개월
630 315 252 63 -

매니저

인건비

·전담매니저 인건비

3백만원x1명x11개월
33 16.5 16.5 -

운영비

(직무교육비)
·교육위탁비(26시간) 18 9 9 -

운영비 ·위탁기관 운영비 25 12.5 12.5 -

자율지원 Ⓑ - - - 52.5

운영비
·정착지원금(내일카드)

35명*25만원*6개월
- - - 52.5

                                                                                           (단위 : 백만원)

 

□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 대상모집 인건비 지원 사업종료

① 수행기관 모집공고

② 수행기관 심사선정
⇨

① 참여기업 및 
    대상자 모집

② 사업대상 선발

⇨
① 청년 직무교육 

② 채용기업 인건비지원
⇨

① 보조금 정산 

② 간담회‧워크숍 

‘21. 1월~2월 ‘21. 2~3월　 ‘21.4~12월　 ‘21. 12월

□ 기대효과

 ○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로 청년고용률 제고 

코로나 19 여파로 신규채용 급감 등 청년이 직면한 고용위기를 타개하고자 청년에게 

적합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인센티브) 지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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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디스플레이 부문 신규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8개월)

 ○ 지원인원 : 25명(’19년 인원 4명, ‘20년 인원 12명, ’21년 신규인원 9명)

 ○ 수행기관 :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기업협의회

 ○ 사업예산 : 5.4억 (국비 2.7억원, 도비 1.1억원, 시비 1.1억원 기업부담 0.5억원)

구분 보조비목*
(지원내용)

산출근거
사업비 (필수지원-매칭) 자율

지원계 국비 지방비 기업부담 등

계 (Ⓐ+Ⓑ) 553.5 540 270 221.4 48.6 13.5

필수지원 (Ⓐ=ⓐ+ⓑ) 540 270 221.4 48.6 -

인건비 ⓐ 496 248 199.4 48.6 -

인건비
(‘19년 취업)

24백만원×3명×5/12개월
24백만원×1명×12/12개월

54 27 21.6 5.4

인건비
(‘20년 취업)

24백만원×12명×
12/12개월

288 144 115.2 28.8 -

인건비
(‘21년 취업)

24백만원×9명×
8/12개월

144 72 57.6 14.4

인센티브
(3년차)

10백만원×2명×2/4분기 10 5 5

기타지원금 ⓑ 44 22 22 -

풀타임매니저
인건비

1명x30백만원x
12/12개월

30 15 15

직무교육비
및 네트워킹비

3.5백만원*4회 14 7 7 -

자율지원 Ⓑ - - - - 13.5

운영지원비 정착지원금(내일카드)
9명x6개월x25만원 13.5

(단위 : 백만원)

□ ‘20년 추진실적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 지역 청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채용된 인력에게는 

실무적응력 향상을 위해 공통 직무교육과 실제 기업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실습 지원

수행기관 참여기업 지원인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기업협의회
13개소 16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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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 사업예산 : 61,200천원 (360만원 * 17명), 민간경상보조 307-02

 ○ 지원내용 : 미취업청년 구직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채용기업 인센티브 지원

구분 홍보 포스터 지역인재 지역기업

참여

대상

m 시 거주 청년 미취업자

m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

리 창출사업 또는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m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아산시의 검증절차

를 거쳐 별도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

   ※ 협약기업 : 123 개소(‘20.12 기준)

지원

내용

m 동행면접 및 취업알선

m 취업스터디‘스파르타’

m 지역인재(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360만원 고용보조금 지급

  ※ 매년 기업 당 최대 720만원(2명) 지원

□ 협약기업 

 ○ 대상기업 : 근로자 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인턴제외) 채용 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지원절차 

참여신청 업무협약 지역인재 채용 보조금지급

① 사업 시행공고

② 참여신청서 제출
⇨

① 기업 현장방문

② 업무협약서 작성
⇨

① 협약일 이후 채용건

② 6개월 이상 근속유지
⇨

① 1명당 360만원 

② 연 최대2명 지원

아산시 / 관내 기업 아산시↔참여기업 협약기업 아산시→해당기업

□ ‘20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지역우수기업 지역우수인재

참여기업(누적)
지역인재

채용기업

고용

보조금지원액

고용

인원

재직

인원

퇴직

인원

퇴직자평균

근속기간

2020년 22(123) 16 61,200 17 17 - -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이의 해소

방안으로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고용보조금) 도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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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청년창업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창업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예산 : 36,000천원 (청년 창업가 5팀 내외), 민간자본보조 402-01

 ○ 지원내용 : 창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장비구입 원재료 지원 및 분야별 멘토링

지원개요

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자부담률 지원기관

자본재 ① 창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장비구입‧원재료 지원
팀당

1,000만원 이내
50% 아산시

경상재

및

멘토링

① 재료구입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② 외주용역비: 창업자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③ 홍보비: 영상 및 카탈로그제작, 광고비, CI 및BI 제작 등

④ 전시회 참가비 ;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

⑤ 분야별 전문가 섭외 1년 전담 멘토링 제도 운영

팀당

200만원 이내
0%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

□ 지원절차 

참여모집 창업컨설팅 중간평가 보조금 지원

① 사업 시행공고

② 참여신청서 접수
⇨

① 멘토링 실시

② 멘토1명당(2~3팀)
⇨

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사업성,참신성,지속가능성
⇨

① 자본재 지원 

② 초기창업패키지 연계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아산시/순천향대학교 아산시/순천향대학

□ ‘20년 추진실적

 ○ 지 원 팀 : 6개팀 (오간식, 딥아이, 그려디자인, 푸모이, 보나블라썸, F&B 브릿지)

 ○ 지원금액 : 35,277천원 (오간식 10,000천원, 그려디자인 9,950천원 등 )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전정신과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지역 거점 청년

기업 발굴 및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연계육성  

오간식 딥아이 그려 디자인 푸모이 보나블라썸 에프앤비브릿지

10,000천원 995천원 9,950천원 1,332천원 8,000천원 5,000천원

반려견 수제간식 장보기 플랫폼 도시재생 디자인 온천 캐릭터 친환경 스탬프 지역 특산 coffee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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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HRD 협의회 운영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HRD 협의회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학이 주관하는 기업과 연계된 온라인 일자리행사 서비스 지원

     ※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 오프라인 행사는 지양하고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 비대면 행사 지원

 ○ 사업예산 : 26,000천원 (관내 대학(교) / 기업), 민간경상보조 307-02

 ○ 지 원 액 : 운영실적, 자부담비율,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 ‘20년 추진실적

 ○ 선정기관 : 2개소 (호서대학교,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 예 산 액 : 32,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지 원 액 : 30,400천원 ※ 각 기관 별 차등지급     

 

 ○ 추진내용 : HRD협의회 워크숍, 대학 미니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률 제고’ 이라는 공통의 산‧관‧학 이해관계 공유를 

기반으로 관내 대학과 기업과 아산시 간 청년일자리 거버넌스(협의회)구성 ‧ 운영  

구분 호서대학교 폴리텍대학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지원액 15,400천원 15,000천원 미신청 미신청

※ HRD 기대효과

▶ 지역경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 의견수렴 구심점 역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기업 및 강소기업 취업에 대한 지역대학생들의 선호도 증가,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 경쟁력 강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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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수트그램 insuit★gram ‘정장을 입고 ★ 날아오르다’> 

 ○ 사업기간 : 2021.1.1.~ 2021.12.31. 연중 상시 접수(온라인)

 ○ 사업예산 : 30,000천원(600회 * 5만원), 사무관리비 201-01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아래 해당하는자

 

 ○ 대여횟수 : 1인당 연 4회 대여 지원(대여기간 3박 4일)

 ○ 대여품목 : 남성(자켓,셔츠,바지,넥타이,구두) 여성(자켓,스커트,블라우스,구두)

 ○ 대여업체 : 슈트갤러리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43, ☎ 041-566-2256)   

□ 대여절차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비스 이용신청 대상 자격확인 업체방문 정장수령 정장반납

① 온라인 신청

② 신청서 및 증빙자료
⇨

① 자격여부 확인

② 쿠폰번호 발송
⇨

① 코디네이션 및 정장수령

    - 대여기간 3박 4일
⇨

① 방문 또는 택배반납 

② 만족도 설문조사 

구직청년 아산시 구직청년 / 대여업체 구직청년

□ ‘20년 추진실적

 ○ 사업예산 : 40,000천원 (도비 20,000, 시비 20,000) ※ 공유경제 공모사업 선정 

 ○ 집 행 액 : 15,280천원 (신청: 381건 대여 :317건 대여) ※ ’20년 6월부터 운영

 ○ 신청내역 및 만족도 조사

청년의 취업준비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의 구직비용을 

절감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청년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추진 

① 아산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자 ② 아산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고등학교 졸업생

구분
성별 연령별 대상별 만족도

(10점) 여성 남성 18~24세 25~29세 30~39세 시 거주 대학생 등

건수 227(60%) 154(40%) 262(69%) 91(24%) 28(7%) 251(66%) 130(34%) 9.95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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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청년취업 스터디 그룹‘스파르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취업스터디 그룹 ‘스파르타’ 

 ○ 사업기간 : 2021.1.1.~ 2021.12.31. 연중 상시 운영

 ○ 운영정원 : 월 10명 내외 (문과계 / 이공계 그룹별 5인 이내)

 ○ 사업특징 : 통합과 세분화 / 언택트와 비언택트  

◈ 하나로 모아 편의성을 높이고 세분화하여 만족도를 높인 취업시스템

◇ 기관별로 분절되어 시행하고 있는 취업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 서비스로 통합

    -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개별 제공하는 취업서비스를 한데모아 연속적 제공  

◇ 구직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청년이 처한 상황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구직활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대상에 맞춘 최적화된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분절되어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취업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

하여 전문 취업컨설턴트 지도 아래 한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서비스

그룹스터디 단독스터디 그룹상담 간섭허용 자율학습 참여서약서
크라우드

펀딩

메이커

스페이스
스파르타

참석횟수 그룹/개별 경제여건 카카오톡 관여/자율 수료기준 컨설팅 구직/창직 기업탐방

개인성향
니트족

구직단념자
개별상담 알림설정

분주한

게으름

출석부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 희망기업

상황/목표
NCS 전공지식 시사상식 캐릭터발굴 직무찾기 비시즌 스펙쌓기 공채시즌경험정리

오픽 공기업/사기업 인턴 영상면접 대면/비대면
마음근력

강화
추천서

직접구직

간접구직
일자리매칭

논술 한국사 기사자격증
마스터

자소서

자기소개서

VOD영상

커리어맵

작성
수료증 경진대회 포트폴리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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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구직활동 서비스 VOD 영상 자기소개서 제작 (전국 유일)  

◇ 취업활동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구직자의 잠재역량과 확고한 입사의지를 효과

적으로 구인기업에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ICT 융합 비대면 취업전략

◇ 구직자의 희망직무에 따라 사회경험, 성장과정,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자기PR 형태의 영상콘텐츠 제작(4K UHD 1920*1080, 100초)

                                                   

                                                   ※ 2020년 스파르타 참여 인원 자기소개서 VOD 영상 샘플

□ ‘20년 추진실적

❍ 관내 기업의 ‘스파르타’수료 인재에 대한 높은 신뢰

“지역 중소기업의 인재풀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인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를 수료한 청년들은 준비와 각오가 되었다는 것에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를 구한 것 같아 매우만족합니다.” <신성전자 대표 인터뷰, 2019.12.>

❍ 프로그램 참여청년의 높은 취업률 : 75.0%[1~13기 92명 수료, 69명 취업]

➬ ∨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 ㈜종근당, 김&장, 한국서부발전, 에스티로더, 삼성전자, 현대해상, LG이노텍, LH 등 

“오랜 준비로 스스로 아는 것도 많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반신반의로 시작하게 되었

네요. 하지만 막상 진행하다 보니 제 생각은 크게 달랐어요. 좋은 공간에서 좋은 코치님과 경쟁상대가 아닌 

진심으로 같이 도울 수 있는 스터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2기 참여자 김○○,(주)삼성전자 반도체 >

“혼자 취업준비를 하려니 막막하던 중 스파르타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되었고 직무적성, 자기소개서, 

면접코칭 까지 꼼꼼하고 세심한 케어와 후에 촬영할 영상 자기소개서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취업성공에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업준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10기 참여자 윤○○, LH 토지공사>

청년취업 등용문 스파르타(‘19.12) K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19.12) 스파르타 기획보도(‘19.11) 스파르타 임용고시 전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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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 수행기관 : 순천향 대학교 (주관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진로‧취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실시

 ○ 사업예산 : 10,000천원, 민간경상보조 307-02

수행기관
총사업비(백만원) 시비 매칭비(백만원)

주관 부처
‘18~’22 연간 ‘18~’22 연간

순천향대학교 1,000 200 50 10 고용노동부  

A-10 초기창업패키지 운영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기창업패키지 운영지원사업 

 ○ 수행기관 :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내용 : 아산의 예비‧초기 청년창업자 멘토링 및 자금지원(최대 1억원)

 ○ 사업연계 : ① 아산시(발굴 및 사업화) ② 초기창업패키지(육성) ③ 팁스(투자)

 ○ 사업예산 : 30,000천원, 민간경상보조 307-02

수행기관
연간사업비(백만원) 시비 매칭비(백만원)

주관 부처
국비‧자부담 ‘21 연간

순천향대학교 2,300 30 30 중소벤처기업부 

거점별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아산지역의 청년취업활성화에 기여

청년창업의 분절적 지원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산시 자체 청년지원사업과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선발-투자-육성의 선순환 구조 확립

지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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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청년 관계 ‧ 경험 분야

B-1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3.14(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3.14(π) ‘3명 이상 모이면 140만원 지원,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한대의 활동력 

 ○ 사업예산 : 27,000천원(10팀 × 140만원 +@), 민간경상보조 307-02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구성된  3명 이상 팀(커뮤니티)

  

□ ’20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명)

순서 동아리명 활동내용 지원액 구성인원

1 청년 트레킹 동아리 아산 명소 걷기, 마음과 몸 치유 1,595 6

2 AMEN 아산 대표 인물 3D 아트토이 제작 3,800 3

3 달꽃신 아트 천연 염색 및 캐릭터 관광 굿즈 제작 4,500 3

4 너와 나의 보드마을 보드게임을 통한 청년 문화생활 4,000 8

5 단델리온 스토리 아산 역사 문화 탐방 3,310 3

6 소작동 지역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3,500 5

7 작은 아씨들 아산 주제 도자기 창작 2,000 5

8 사각사각 그림 연습, 콘텐츠 창작 2,000 3

9 동아리O글 지역 글쓰기 모임 2,395 5

10 천안아산 패션동아리 입다 아산 기점으로 한 패션 룩북 등 1,400 6

합계 28,500 47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찾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청년 커뮤니티 발굴 ‧ 육성

구분 사업명 내용 기간 지원액(만원)

유형1
일반

프로젝트형

• 지역의 청년들간 상호 교류와 협력, 

경험교환을 위한 활동들 
최대1년 140

유형2
로컬

크리에이터형

•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활동들(지속가능한 성공모델 구현)
최대3년 300

유형3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 지역의 특별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활동들
최대2년 300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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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청년주간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산시 청년주간 ‘선의로 이어지는 유대’ 

 ○ 사업예산 : 18,000천원, 행사운영비 201-03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아산시 청년 누구나

 ○ 추진일시 : 2021년 하반기 추진예정(3일간 운영, 청년아지트 나와유)

  

□ ‘20년 추진실적

 ○ 행사일시 : 2020.10.15.(목)~10.17(토), 청년아지트 나와유 및 아산시 일원 

 ○ 행사진행 : 온라인 청년정책마켓, 청년취향 콘서트, 청년동아리 박람회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 

청년이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장

구분 사업명 내용 일정

정책마켓 청년의 목소리로 •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판매하는 정책소통의장 ‘21년 하반기

컨퍼런스 청년의 시야로 • 전국 청년센터 공유간담회, 기획 컨퍼런스 등 ‘21년 하반기

부대행사 청년의 통찰로 • 청년플리마켓, 뮤직콘서트, 활동박람회, 청년특강  ‘21년 하반기

행사일시 10월 15일(목) 10월 16일(금) 10월 17일(토)

14:00~14:30
온라인 청년정책마켓

‘울림’ 

유튜브 온라인송출

‘전국청년센터

운영노하우공유간담회’

청년동아리 3.14

활동 박람회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청년취향콘서트

‘청년 뮤직 다방’

‘코로나19로 달라진 

청년 일상공감 이야기’

16:30~17:00
17:00~17:30
17:30~18:00

메인 포스터 청년정책마켓 청년뮤직다방 청년센터 간담회 동아리 박람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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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 사업예산 : 3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민간경상보조 307-02

사업명 사업 내용 추진기간
사업량 및

예산액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 지역사회 청년학교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 1개소당 취․창업, 경제교육, 
   지역학 등 3개과정 이상 운영 2021.

 3 ~ 12.

30,000

(청년학교 15,000, 커뮤니티 

15,000) × 1  

민간단체 등)

◾청년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청년 커뮤

니티의 실험적 활동 지원 및 상호 학습과 교류

의 장 제공

 ※ 청년학교와 연계 6개팀 이상 운영

□ 사업진행절차

민간단체 등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① 사업계획서 수립

② 아산시 제출
⇨

① 접수 및 1차심사

② 사업계획서 도 제출
⇨

① 2차 심사

② 보조금 심의위원회
⇨

① 보조금 지급 

② 사업이행 지도점검

‘21.2월 ‘21.2월 ‘21.3월 ‘21.3월~12월

□ ’20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역사회청년학교(174명), 청년커뮤니티(34명) 총 208명 지원

 ○ 수행기관/집행액 : 충남메이커 협동조합 / 30,000천원 중 25,692천원 집행

지역 청년의 자립‧정책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사회

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청년 커뮤니티의 실험적 활동 지원 및 교류의 장 마련

청년미래학교 활동사진 청년커뮤니티 활동사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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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아산 한달살이‘온앤오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산 한달살이 ‘온앤오프’ 

 ○ 사업예산 : 160,000천원(추경예산 확보 ), 민간경상보조 307-02

 ○ 추진일정 : ‘21년 하반기 / 2회 추진예정 (1회당 15명, 4주 기숙)

 ○ 사업 주요내용 및 일정표(안)

주요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청년들의 재충전 및 

자기탐색 기회제공

로컬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통한 실험적활동

공동체 형성 및

지역 정착 기반조성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입소식

생태놀이

숙소안내

동기talk

사회적경제 

전망대 탐방

아산에 남은사람

(장날)어슬렁 

온천천

로컬콘텐츠

박물관 탐방

전통시장 탐방

 마을강연

나니아2560

반려식물 심기

자율활동, 

작은 동행

2주
팀빌딩

리브랜딩

은행나무길(팀프

로젝트 구체화)

송악해유

외암민속마을

당림미술관

팀프로젝트

전통시장 

플렉스

팀 프로젝트

자율활동, 

작은기획

3주 팀 프로젝트 소나기 영상캠프

도고 글다방

한옥 인유카페

도고 코미디홀

팀프로젝트(에프

앤비브릿지, 

메이커스페이스)

살롱데이

4주 팀 프로젝트
팀프로젝트

최종발표 리허설

팀프로젝트

최종 발표회 

롤링페이퍼

도고 카라반캠핑
퇴소식

□ 참여청년 모집

 ○ 모집인원 : 1기(15명), 2기(15명) 총 30명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청년 누구나 ※ 전국 모집

 ○ 활동기간 및 활동장소 : 1기(’21년 7월) 2기(‘21년 10월) / 아산시 일원

 ○ 활동내용 : 청년의 재충전 및 자기탐색기회, 로컬콘텐츠 발굴 및 제작 등 

 ○ 선정기준 : 네트워크 활동성, 주체성, 관계성, 참신성, 참여 및 지역 정착의지 

맹목적인 스펙쌓기와 구직활동에 내몰려 자신을 깊이있게 탐색하고 삶을 주체

적으로 설계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지역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

견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쉼 + 상상경험(기회탐색) + 취‧창업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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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추진실적

 ○ 수행기관 : 청년공동체 느루

 ○ 팀별 로컬 프로젝트 활동결과 

구분 팀명 로컬 콘텐츠 활동사진

1기

아산별곡

• 아이템 : 오이 에이드

• 특징 : 배방 오이를 활용한    

  고정관념을 깬 오이에이드

워쩐댜

• 아이템 : 인센스 스틱 및 홀더

• 특징 :  은행나무길과 온천에서 

영감을 얻은 인센스 스틱 제작

샘솟아

• 아이템 : 배스Bath 밤

• 특징 : 아산 온천 및 주요관광지 

이미지를 형상화한 배쓰밤 제작

구분 팀명 로컬 콘텐츠 활동사진

2기

루트4

• 아이템 : 차(茶) 키트

• 특징 : 온천 목욕탕에 착안하여 

패키지화한 차 키트 선물세트

앙상불

• 아이템 : 아산 향수

• 특징 : 아산의 주요명소의     

  향기를 담은 친환경,          

  전통방법의 아산 향 제조

온도

• 아이템 : 목욕탕 간판 아카이브

• 특징 : 사라져가는 온천       

  목욕탕의 간판들을 아카이빙  

  하여 책자 도감 제작 

윗사람들

• 아이템 : 아산 팟캐스트

• 특징 : 나만 잘하면 돼( novel  

  trip 팟캐스트

구분
인원

생활공간 활동기간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모집단위

1기 56명 15명 3.7:1 충남 온양제일호텔 8.3.~8.28.

2기 45명 15명 3.0:1 전국 온양관광호텔 1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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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독서 커뮤니티‘시트러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독서커뮤니티 ‘시트러스’ <신선한 생각, 상큼한 만남> 

 ○ 사업내용 : 관심분야 별 독서 커뮤니티 운영 및 활동 지원

 ○ 운영장소 : 청년아지트 나와유 북카페 및 스터디룸 A/B

 ○ 참여인원 : 시즌별(3개월) 20명 이내 모집(4그룹, 그룹별 5인 이내)

 

 ○ 운영내용 

구분 주   제 내      용 비   고

사전모임
(오리엔테이션)

∙ 시트러스 운영 규정 안내 
∙ 읽고 싶은 책 선정(3권) 및 순서 정하기
∙ 모임 스케쥴 결정(정기모임 및 번개모임)

시트러스 파트너
- 독서모임 운영 
- 발제문 작성, 북큐레이션

1단계 책 읽기 ∙ 1달에 1권(시즌 총 3권)

2단계 독후감 쓰기 ∙ 모임 2일 전까지 독후감 제출 최소 300자 이상

3단계 북 토크 ∙ 책 감상평 / 발제문 토크 / 북 리뷰작성

4단계
북 큐레이션
(북전시회)

∙ 작가 초청(작가와의 대화)
∙ 소소한 책 전시회 및 관련 영화감상 등

시즌별 1회

□ ‘20년 추진실적

공간과 책을 매개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인식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아지트 나와유’만의 읽고 쓰고 대화하고 친해지는 독서 모임 프로그램 운영

그룹(4그룹) ① 역사‧인문 ② 정치‧경제 ③ 문화‧여행 ④ 소설‧문학
인원 5명 이내 5명 이내 5명 이내 5명 이내

활동기간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시즌1 (‘20.2.14~5.14.) 시즌2 (‘20.7.1.~9.30.) 시즌3 (‘20.11.1.~’21.1.31.)

분야 인원 선정도서 분야 인원 선정도서 분야 인원 선정도서

역사

인문
5명

역사의 쓸모
역사

인문
6명

역사의 쓸모
역사

인문
4명

매우예민한 사람
에이트 지리의 힘 트렌드코리아 2021

팩트풀니스 팩트풀니스 12가지 인생의법칙

정치

경제
6명

인스타그램엔 절망이 없다
정치

경제
5명

코로나 사피엔스
정치

경제
5명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트렌트코리아 2020 스타트업 경영수업 트렌드코리아 2021

부의 추월차선 나쁜 사마리아인들 50대사건 돈의역사

문화

여행
10명

여행의 이유
문화

여행
6명

공간이 만든 공간
문화

여행
5명

사랑아니면 여행이겠지
컬러의 힘 몬스터 콜스 힐빌리의 노래

나는 나로 살기로했다 오래준비해온 대답 방황의 기술

소설

문학
7명

데미안
소설

문학
5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소설

문학
5명

빛의속도로 갈수없다면
빛의 속도로 갈수없다면 개미 인생
빌어먹을 세상따위 나미야잡화점의 비밀 그 환자

합계 28명 22명 19명

지속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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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청년 주거 ‧ 정착 분야

C-1 청년내일카드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내일카드 사업 

 ○ 사업예산 : 600백만원(150만원 * 400명), 기타보상금 301-12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신규 재직 청년(18세~39세)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근속7개월~12개월, 6개월간 매월 25만원 지원)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http://asan.go.kr/naeil)

참여신청 카드발급 지급신청 사후정산 지원

① 온라인 참여신청

② 증빙자료 제출
⇨

① 하나은행 방문

② 청년내일카드 발급
⇨

① 내일카드 사용(지역내)

② 온라인 지급신청
⇨

① 카드사용내역 확인

② 내일카드연계계좌로 지급

청년 재직자 하나은행 청년 재직자 아산시

 

□ ’20년 추진실적 

 ○ 월별 신청자수 ‧ 지급자수 ‧ 지급액                         (단위 : 명, 백만원)

 ○ 기타 : 지역소비 촉진(6.1억)*, 1년 이상 근속률(85.3%)**, 만족도 9.44점(10점)   

 * 소비액 + (소비액 × 추가구매력(20%)) ** 중소기업 재직 청년 1년이상 근속률 : 58.2%

입사후 근속 7개월부터 12월까지 지역화폐 개념의 청년내일카드 사용액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중견기업 신규 재직 청년들의 지역정착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신청

자수
34 71 79 37 43 35 26 26 27 23 32 46 479

지급

자수
198 173 168 165 152 162 155 179 191 189 194 183 2,109

지급액 48 41 40 40 37 39 38 43 46 46 47 44 514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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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청년내일통장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내일통장 사업 

 ○ 사업예산 : 120백만원(100명 * 120만원), 기타보상금 301-12

 ○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시, 적립금 10만원 매칭 지원

               ▶ 3년 만기시, 총 지급액 720만원 + 이자액(약정금리)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월 20만원(본인 10만원, 지원 10만원)

□ 참여자 모집 및 선발계획

 ○ 선발인원 : 100명 ※ 별도 신청기간 내 접수하여 인원선발(상시접수 아님)

 ○ 선발대상 : 관내 거주 중위소득 130% 이하, 만 18세~39세 청년근로자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인정액, 지역거주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https://asan.go.kr/naeil)

□ 지원절차 

참여신청 참여자 선발 통장개설 및 적립 매칭액 적립 및 사후관리

① 온라인 참여신청

② 증빙자료 제출
⇨

① 적격여부 확인

② 선발위원회 개최
⇨

① 제휴은행 통장개설

② 매월 10만원 적립
⇨

① 입금내역 확인후 매칭액 적립

② 만기시 적립액 지급

청년 재직자 아산시 청년 재직자 아산시

 ○ (금융컨설팅) 참여자의 금융역량 제고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금융컨설팅  

 ○ (성과평가) 사업 종료 5년 후 참여자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실효성 검증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창업‧
결혼‧육아‧주거‧여행)을 도모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착 기반 마련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30%,원) 2,284,000 3,890,000 5,032,000 6,174,000 7,316,000 8,458,000

건강
보험료
(원/월)

직장 76,609 129,924 169,219 208,444 248,116 286,647
지역 38,739 121,735 172,149 219,531 267,395 308,952
혼합 131,392 171,908 212,215 253,956 2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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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제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제도  

 ○ 신청자격 : 충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직장에 재직중인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 

 ○ 대상주택 : 도 내 전‧월세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출한도 : 5천만원 / 이자지원 : 3%(연간 최대 150만원 정도)
     ※ 농협은행 협약금리 : 연 3.5% [道지원 3%, 청년 자부담 0.5%]

   -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1회 연장 최장 4년

 ○ 추진체계 : 충청남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협은행 

C-4 청년 행복주택 건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배방 월천 지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 소 재 지 :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873번지 

 ○ 사업기간 : 2019.9.~2022.6. (600호 공급 예정)  

 ○ 지원대상 : 신혼부부‧청년 / 거주 6년+4년(자녀출생 시)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 안전망 구축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전망 구축 

보증금 임대료(1자녀 50%, 2자녀 무료)

36㎡ 44㎡ 59㎡ 36㎡ 44㎡ 59㎡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9만원 11만원 15만원

기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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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청년 참여 ‧ 소통 분야

D-1 청년 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회 현황

 ○ 임    기 : 제4기 청년위원회 ( 2020. 7. 9.~2021.7.8.)  

 ○ 구성인원 : 29명 (여 17명, 남 12명), 참여분과 / 정착분과 / 문화예술분과 

 ○ 주요활동 : 지역 청년들의 의견수렴, 정책 제안발굴 및 시책 반영 건의

D-2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 ‧ 운영 

□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추진실적점검)

 ○ 위원현황 : 20명 (남 13명, 여 7명 / 당연직 3명, 위촉진 17명)  

‘청년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더 큰 아산, 더 큰 행복’ 실현을 위해 지역 청년들

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강화

「아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 9조에 의거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구분 당연직 시의원 전문가 청년 비고

20명 3명 2명 9명 6명 위원장: 부시장

기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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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정책구매 플랫폼’청년 정책마켓 

□ 2021년도 ‘청년정책마켓’ 운영

 ○ 주관/참여 : 아산시 청년위원회 / 청년, 시의원, 공무원 등 1,000여명

 ○ 일시/장소 : 2021년 하반기 추진 예정 / 청년아지트 나와유(청년센터) 

 ○ 추진방식 : 온라인(유튜브 업로드) ‧ 오프라인 병행하여 행사 진행 

 ○ 추진방향 : 일반적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차별화하여 △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 △ 운영 정례화 및 참여‧준비지원 △ 확실한 정책화  

 ○ 추진과정 : 문제발굴 → 숙의 → 정책제안 → 공론화 → 정책판매→ 정책구매

⇒ 청년을 신뢰하는 정책추진으로 행정만족도 및 정책효능감 제고 

□ 청년정책마켓 추진과정

문제발굴 숙의‧제안서작성 의견수렴(공론화) 정책판매‧구매

① 지역 사회문제 발굴

② 청년 정책요구 수렴 
⇨

① 분과별 제안검토

② 정책제안서 작성
⇨

① 제안서 공개

② 청년(시민)의견수렴
⇨

① 제안정책 구매

② 사업예산 반영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 아산시 청년(시민) 시의회‧공무원

청년이 직면한 사회적 난제해결을 위해 숙의 과정을 거친 청년의 아이디어가 

청년주도로 실제 구현되어 공공의제로 현실화 되는 정책구매 플랫폼 운영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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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추진실적

 ○ 일시/장소 : 2020. 10. 15.(목)~10.17.(토) 3인간 / 청년아지트 나와유

 ○ 운영방식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 오프라인 행사 병행운영

   * 정책제안서를 흥미와 호소력을 갖춘 온라인 홈쇼핑 콘셉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업로드

   * 청년이 정책큐레이터와 패널로 등장하여 심도있는 정책 논의를 통해 관심의 폭과 깊이 확대 

 ○ 제안정책 : 청년미래통장 및 청년센터 2호점 신설 등 3개 정책 제안

분야 정책제안 내용 온라인 정책 제안(유튜브)

활동

공간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 ‘청년실험LAB’

- 일반 청년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용 공간 지원

- 영상 : https://youtu.be/h8qNxhszM7o

- 참여도 : 조회수 860회 / 좋아요 58 / 댓글 47

지역

정착

일하는 청년 목독마련을 위한 ‘청년미래통장’

-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제안

- 사회 초년생 경제관념 제고

- 영상 : https://youtu.be/WI5ZYFrbEF4

- 참여도 : 조회수 246회 / 좋아요 38 / 댓글 13

문화

예술

청년동아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 아산시 청년 대표 동아리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 타 지역 유입 청년 정착 기반 마련

- 영상 : https://youtu.be/nNs2RSBo_3M

- 참여도 : 조회수 225회 / 좋아요 46 / 댓글 13

 ○ 신규사업 반영률 : 2021년 신규사업 반영률 100% (3개 제안 중 3개 채택)

정책제안 반영사항 반영여부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 예산 반영(시비 436,000천원) ○

청년 미래통장 가칭 ‘청년내일통장’ 사회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신설 협의요청 ○

동아리 플랫폼 구축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내 관련 플랫폼 구축 ○

집단지성을 통한 제안서 작성 정책 큐레이션 청년↔시의원 정책 거래

https://youtu.be/h8qNxhszM7o
https://youtu.be/WI5ZYFrbEF4
https://youtu.be/nNs2RSBo_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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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청년 문화 ‧ 여가 분야

E-1 청년 프로그램(클래스) 운영 

□ 2021년 청년 프로그램(클래스) 운영 

 ○ 참여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사업예산 : 19,200천원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 사업기간 / 교육장소 : ’21년 연중 / 청년아지트 나와유 프로그램실

□ ‘20년 프로그램(클래스) 추진실적 

 ○ 프로그램 운영건수 / 참여인원 : 총 67건, 672명 참여

 ○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 9.8점(10점)

문화 ‧ 경제 ‧ 취업 ‧ 외국어 ‧ 건강 등 삶의 전 분야에 걸쳐 청년들의 니즈에 부합

하는 트렌디한 자기계발 프로그램(클래스)을 운영하여 청년 삶의 질 향상 도모  

구분
성별 연령별

여 남 10대 20대 30대

인원(명) 518(77.1%) 154(22.9%) 10(1.5%) 415(61.8%) 247(36.7%)

프로그램명 만족도 프로그램명 만족도

취업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꿀팁 특강 9.5점 취업 3D 프린터 기초운용 9점

취업 ITQ엑셀 자격증 특강 9.8점 문화 애견 수제간식 만들기 10점

문화 레진공예 악세사리 만들기 10점 문화 석고방향제 클래스 10점

문화 앙금떡케익 클래스 9.8점 건강 퍼스널컬러 클래스 10점

문화 팝아트 초상화 클래스 10점 외국어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회화 10점

건강 바른자세 클래스 9.5점 취업 면접 메이크업 클래스 8점

문화 하와이 악기 우쿨렐레 배우기 9.6점 경제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기 10점

경제 경제 재테크 특강 9.7점 문화 라탄 바구니세트 만들기 10점

문화 웹툰 클래스 9.4점 문화 할로윈 칵테일 클래스 9.8점

문화 보드게임 클래스 10점 문화 우드조명 및 우드스피커 만들기 9.6점

문화 네온사인 클래스 10점 문화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클래스 9.8점

취업 유튜브 영상촬영 기초특강 10점 문화 가죽카드 지갑만들기 클래스 9.8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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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청년아지트 나와유 운영 및 2호점 구축 

□ ’청년아지트 나와유‘ 운영 개요 

 ○ 조성취지 : 청년의 권익증진 및 행복한 삶을 위해 조성된 교류 ‧ 활동 ‧ 소통 공간  

 ○ 운영예산 : 28,140천원(사무관리비 201-01), 16,332천원(공공운영비 201-02)

 ○ 운영방식 : 시 직접운영 (평일 21:00, 토요일 18:00까지 운영, 일‧공휴일 휴무)

◇ 위  치 :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4

◇ 개소일 : 2019. 8. 31.

◇ 근무인원 : 3명(공무직2명, 시간선택제 1명)

◇ 층  수 : 지상 6층(대지면적 398㎡)

◇ 조성비용 : 건물매입비(13.2억) 인테리어(4.3억)

청년아지트 나와유 현황 
BEFORE AFTER

 ‘성매매 우려 지역 내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활동공간으로 탈바꿈’

 ❍ ‘청년아지트 나와유’ 공간 현황 

⇒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선택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

청년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내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며 청년지원 연계망 

구축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청년아지트 나와유’ 원도심 1호점

에 이어 청년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배방읍에 청년센터 2호점 설치 ‧ 추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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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유 운영 현황 (누적방문인원 : 15,363명, 홈페이지 일일 접속건수 : 2,000건) 

 

※ 작성기준월: 2020년 12월, 누적 건수는 2019. 9. 1.(청년아지트 나와유 개소일)부터 집계한 실적임

□ 2021년 하반기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 구축예정 

▪청년아지트 나와유 제2호점(배방점) 구축

 ‧ (조성목적) 청년센터 추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공간불평등 해소 및 거점별 청년 취업정책 추진체계 구축

 ‧ (예 정 지) 아산시 배방읍 內 / 2021년 하반기 조성 목표 / 약 396㎡(120평)

 ‧ (확보예산) 시설비(리모델링비) 350백만원, 자산취득비(물품) 50백만원,사무관리비(임차료)36백만원

 ‧ (사용계약) 건물 임차계약(전세권 설정 등기) → 10년 사용 권원 확보 ※ 보증금 無, 매월 임차료 지급

 ‧ (공간배치) 취업스터디카페, 공유부엌, 청년창업공간, 심리상담실, 다목적홀, 이벤트홀, 프로그램실

구     분
12/13~12/19 12/20~12/26 12/27~12/31 2020년

3주 (누적) 4주 (누적) 5주 (누적) (누적)

방문 인원 170 15,219 94 15,309 54 15,363 12,005

일 평균 방문 인원 28 - 16 - 14 - -

팔로워 수 8 1,593 1 1,594 6 1,600 536

페이스북 1 815 -1 814 1 815 49

인스타그램 7 778 2 780 5 785 489

홈페이지

접속건수

누적 13,706 996,687 13,578 1,010,265 10,112 1,020,377 761,510

일평균 1,958 - 1,940 - 2,022 - -

시설 예약 건수 17 1,267 14 1,281 1 1,282 1,097

프로그램 건수 4 257 4 261 0 261 214

프로그램 참여인원 8 1,472 8 1,480 0 1,480 885

DB관리건수 16 2,408 17 2,425 7 2,432 1,206

외부 벤치마킹 건수 0 30 0 30 0 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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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청년 지역정착 지원정책

◈ 청년 인구유입 및 정착기반 마련 지원 정책   

근속‧복지 청년내일카드 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지원 및 근속장려

◦ 사업내용  

근속7개월~12개월 

매월 25만원 총 1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사업목적 

청년 창업가의 실패를 

격려하고 도전을 응원 

◦ 사업내용  

사업화 자금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멘토링+후속연계+자립

고용장려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구직지원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 사업목적 

관내 기업의 지역청년 

채용장려 및 구인난해소

◦ 사업내용  

고용인센티브 1명 

채용시 360만원 지원 

◦ 사업목적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 및 

청년고용률 제고

◦ 사업내용  

면접정장(자켓,셔츠,하

의,구두,벨트)3박4일 

무료대여/1인 연 4회

             

◈ 구직(창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연계 프로세스   

    

 

Step.01 Step.02 Step.03 Step.04

취업스터디 

‘스파르타’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청년내일카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구직역량

강화단계 

구직활동

지원단계

근속장려 및 

지역 정착지원단계

지역인재 채용장려 및 

기업 상생지원단계

Step.01 Step.02 Step.03 Step.04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TIPS 프로그램

(시너지-X)

C-STATION 입주

(스타트업 파크)

창업

취 

업

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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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21년 청년정책 추진과제 세부 시행일정

분야 추진과제 /사업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업

창업

• 디지털뉴딜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선정 모집 직무교육(간담회,네트워킹) 및 인건비 지원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수행기관선정 모집 직무교육(간담회, 네트워킹) 및 인건비 지원

•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사업 직무교육(간담회, 네트워킹) 및 인건비 지원

•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공고 홍보 정산 협약기업 및 지역 우수인재 모집 / 고용보조금 지원

• 청년창업지원사업(멘토링) 공고 모집 정산 멘토링 자본재 지원 후속지원 성과보고회

• HRD협의회 운영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보조금 정산 HRD 회의 온라인 박람회

•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공고 홍보 수시 온라인 접수 및 대여 

• 청년 취업스터디 스파르타 방학 14기 15기 16기 17기 18기 방학 19기 20기 21기 22기 23기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정산 웹툰 제작 브로슈어 제작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정산 아산시 청년창업가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관계

경험

•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공고 선정 정산 중간평가 동아리 박람회 성과공유회

• 청년주간(취업캠프) 운영 추진 협의체 구성 행사준비 행사

• 지역착근형 운영지원사업 공고 심사 선정 청년 미래학교 및 청년커뮤니티 지원

• 아산한달살이 온앤오프 공고 심사 선정 수행기관모집 1기 2기 후속지원

• 독서커뮤니티 시트러스 시즌1 활동 시즌2 활동 시즌3 활동

주거

정착

• 청년내일카드 사업 공고 홍보 수시 온라인 접수 및 내일카드 사용액 지급

• 청년내일통장 사업 사회보장협의 계획수립 추경 공고 모집 선정

참여

소통

• 청년위원회 운영 모집 홍보 선정 7기 구성 워크숍

• 청년정책마켓 ‘울림’ 문제발굴 제안서 작성 영상제작 행사 제안 채택(예산반영)

문화

여가
• 청년아지트 2호점 조성 임차 설계/일상감사/계약심사 착공 물품 감리 준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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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운영계획

□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http://asan.go.kr/naeil) 운영 활성화 

○ 일관된 사용자 경험과 청년의 감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편리함과 친숙함을 추구하는 한편, 

콘텐츠의 질과 정확성을 높이고 UI(user interface)를 개선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도모

<청년아지트 나와유 메인페이지 화면 캡쳐> 

○ △청년정책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 청년정책 안내 △ 청년공간 예약 등 기존 

홈페이지의 주된 기능을 고도화하고 디자인을 리뉴얼하여 홈페지 사용자 만족도 제고 

 

○ 메뉴구성 : 대메뉴 8개, 소메뉴 25개  / ※ 복잡한 메뉴구성을 알기쉽게 분류  

1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프로그램 참여

경제/문화/일자리/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트렌디하고 유익한 프로

그램 소개 및 참여신청

2
내가 찾던 정책을 

알기 쉽게 다 모아놨어~

청년정책 안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

들을 하나로 모아 청년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안내 

3
한번도 안 온 청년은 있어도 

한번 온 청년은 없다구~

청년공간 예약

스터디룸, 프로그램실, 공유부엌, 

하늘정원 등 필요로 하는 공간을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사용

‘21년 

성과목표

▶ 일일 평균 홈페이지 접속건수 2,000건⇒ 3,000건 달성 

▶ 알고리즘을 통한 고도화된 청년정책 안내 플랫폼 구축 

청년

내일카드

면접정장

무료대여

자기계발

프로그램

청년

커뮤니티

히든기업

현장탐방기

청년채용 

정   보

나와유 

소  식

나와유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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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2021년 신규사업 및 역점 추진과제 

□ 2021년 청년지원정책 신규 추진사업 
 

□ 2021년 청년행복팀 역점 추진과제 

연번 신규 추진 사업 세부내용

1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 구축

청년지원 연계망 구축을 통해 지역내 

공간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청년아지트 

나와유 1호점에 이어 배방읍에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 설치 

2 청년 마음건강 지원

(심리상담서비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발생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극복을 위해 아산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청년 무료 정서 케어 심층상담 지원

3 청년내일통장

(자산형성지원)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창업‧결혼‧육아‧주거‧여행)을 도모 

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착 기반 마련 

4
청년정책

안내서비스 

직관화

(청년센터 홈페이지)

단순히 정책을 나열해 정보를 제공 하기 

보다 알고리즘을 통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어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청년정책 홍보 효과 제고  

5 로컬 콘텐츠 박스제작

(아산 청년주간)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힐링을 선사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 

에게 청년정책을 널리 알리고자 ‘3.14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로컬콘텐츠와 정책안내서를 박스에 

담아 ‘청년주간’ 행사시 지급 (100개)  

1 청년친화도서 인증

(충남 제1호)

• 사업명 :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

• 평가대상 : 충남 15개 시‧군
• 사업내용 : 친화도시 인증 및 포상금

• 인증대상 : 1개 시군

• 인증방법 : 정성‧정량평가(‘20년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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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정책 홍보계획 

구분 게재/게첨/배포장소 추진주체 소요예산

오프

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포스터,리플렛)

- 고용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일자리 유관기관, 시청, 주민센터 등
청년행복팀

11,500천원

- 관내 중소/중견기업 청년행복팀

옥외영상매체 활용 - 동신사거리 대형 LED전광판 등 홍보담당관 무료

엑스배너 제작 - 도서관, 온양온천역, 터미널, 시청, 유관기관 청년행복팀 840천원

보도자료 배포 - 티브로드, 대전일보, 충남일보, 충청투데이 등 홍보담당관 무료

현장 홍보 - 각종 설명회, 전시회, 박람회, 페스티벌  등 청년행복팀 무료

공동주택 홍보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게시판 홍보 청년행복팀 무료

현수막 제작 - 아산시 관내 24개 홍보게시대 현수막게시 청년행복팀 4,800천원

육교 현수막 제작 - 육교 게시대(5개) 현수막 게시 청년행복팀 1,600천원

온라인

웹배너 제작 - 아산시청 홈페이지,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행복팀

홍보담당관
480천원

브랜드 검색 - 온라인청년센터,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 청년행복팀 무료

SNS채널 활용
-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아산톡톡 등

  ※ 자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개설 운영

청년행복팀

홍보담당관
무료

홍보 웹툰제작 - 청년아지트 나와유 웹툰(‘사라진 아이들’) 제작 
순천향대학교

청년행복팀
3,000천원

홍보 영상 제작 - 청년아지트 나와유 홍보영상 제작 청년행복팀 5,000천원

멀티플렉스 광고 - 롯데시네마 영화상영 전 홍보영상 노출 롯데시네마 무료

Ⅻ  행정사항

 ○ 2021년 청년지원 정책 추진 일정에 따라 각 세부 사업 추진

 ○「청년내일통장」사업은 2021년 추경 편성 시, 예산 반영을 위해 보건복지

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 청년아지트 나와유 2호점 구축 및 개소에 대비하여 운영 인력 ’정수 배정‘ 사전 

협의 및  센터 2호점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추경 확보

 ○ 청년 친화도시 인증 대비, 평가 관련 실적 취합을 위하여 전 부서 협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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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정부 청년지원정책 ZIP.)

구

분

주관

부처

지원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지원액

취업
지원

고용

노동

부

자산

형성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규입사자)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15세~34세)

※ 사업주 및 청년 가입요건

• (2년형) 1200만원+이자수령

청년(300)+정부(600)+기업(300)

청년내일

채움공제

(재직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15세~34세)

※ 사업주 및 청년 가입요건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청년(720)+정부(1,080)+기업(1,200)

인건

비

지원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 피보험자수(근로자)증가요건

   고용

규모

1명 2명 3명 4명 5인

30인 900 1800 2700 3600 4500

30~99 - 900 1800 2700 3600

100~ - - 900 1800 2700

구직

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

• 15세 이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 직업능력개발 카드 계좌발급

• 1인당 연간 300~500만원 

훈련비지원 훈련과정 수료조건

구직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 만18세~34세 

미취업청년(적극구직자) 

※상담-능력개발-취업알선 3단계

※패키지1유형(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60%이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패키지1
상담

(25만원)

훈련비

(300만원)

취업

알선

패키지2
상담

(20만원)

훈련비

(200만원)

취업

알선

구직

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졸업 후 2년 이내 만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개월간 월50만원 최대300만원 지원

• 취업후 3개월 근속➭현금50만원 지급

한국

산업

공단

교통

지원
청년동행카드

•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만15세~34세)

• 월 5만원 교통비 지원(카드발급)

※ 지하철, 버스비, 택시비, 주유비 등

충청

남도

면접

지원
충남면접수당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도내기업, 충남 소재 공공기관 등

• 1인 3만원 면접비 지원

※ 기업별 연150명으로 제한

아산

시

복지

지원
청년내일카드

• 만18세~39세  

※ 아산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 150만원 지원(근속7월~12개월)

※ 6개월간 25만원, 복지분야지원

구직

지원

청년취업그룹

‘스파르타’
• 아산 거주 구직 청년(만18~39세)

• 자기이해‧직무분석(맞춤형 직무분석)

• 자기소개서(자소서 첨삭지도)

• 면접코칭(모의면접 영상 피드백)

인건

비

지원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 지역인재 채용한 관내 협약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6개월 이상 근속유지시

• 1인 채용당 360만원 지원

※ 연 최대2명 720만원 지원가능

면접

지원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 만18 ~ 39세

아산 거주 청년 또는

관내 캠퍼스 대학 재학생/졸업생 

•  1인 연 4회 무료대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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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관

부처

지원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지원액

창업
지원

중소

벤처

기업부

자금

공간

멘토

창업성공

패키지

• 만39세 이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3년 이내 

기업

• 공간지원(창업사관학교 입주)

• 자금지원(연간 최대 1억원지원)

• 멘토지원(창업코칭, 수출연계)

자금

멘토
창업선도대학

•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창업선도대학 선정

※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기창업자 지원(만39세이하)

• 사업역량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

• 대학별 창업특화지원프로그램운영

세무회계 

지원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

중소

진흥

공단

융자

지원

청년전용

창업자금

• 만39세 이하 청년 기창업가

  (3년 이내) 

• 1기업 당 최고 1억원 연2%금리로 

융자지원(대출기간 6년이내)

※ 제조업 (기업당 최대 2억원)

   비제조업 (기업당 최대 1억원)

문체부
전통문화

창업지원

전통문화 

청년창업육성

지원사업

• 전통문화산업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 사업화 자금 및 교육 멘토링

  사업공고 21‘ 4월

기획재

정부

협동조합

창업지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 청년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및 기 설리된 

협동조합

• 멘토링, 컨설팅 및 활동비용 지원

과기부

ICT혁신

기업 

멘토링

K-Global 

창업멘토링

• ICT 및 4차 산업혁명분야 예비 

창업자, 7년이내 창업기업

• 교육멘토링 및 투자유치 지원

• 네트워킹

• 홍보 및 사후관리

농림부
창업인턴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사업

• 만 39세 이하의 농식품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멘티)  또는 

매출액 1억원 이하의 농식품 

분야 벤처 .창업기업(멘토)

•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및 인턴지원금

• 창업교육 및 멘토링, 해외연수

농수산

식품유

통공사

임차료

인테리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 만39세이하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임차료 지원(연 6,000만원 이내)

•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충청

남도

자금

지원

1839 청년 

창업프로젝트

• 만18세 ~ 만39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초기 창업화 자금 및 멘토링

스타트업

육성

창업마루 

나비운영

• 충남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 네트워킹 지원

• 교육 및 공간제공, 엑셀러레이팅 

• 충남 창업마루 나비의 공간을 

활용한 투자유치

공간지원

마을창고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  만18세~만39세로 

청년(예비)창업가

• 낡은 마을 창고를 리모델링한 

청년창업 공간지원

•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

아산시
자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 만18세~39세 이하 지역 

예비창업가 및 기창업자(2년이내)
• 자본재(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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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관

부처

지원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지원액

주거
금융
지원

국토

교통부

융자

지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소득 연 3500만원 이하) 

• 1억원이하 주택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까지 

1.2%융자(기본2년 최장4년)

이자

지원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청약

•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재직자 

우대금리 적용

구분
1개월

~1년

1년~

2년

2년~

10년

10년

초과

일반

이율
1.0 1.5 1.8 1.8

우대

이율
2.5 3.0 3.3 1.8

한국

장학

재단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I유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취업희망 대학생

(일반대 3학년, 전문대2학년 이상)

• 대학등록금 전액 및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의무취업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보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기획

재정부

소득세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만15세~34세이하)

•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감면(연 150만원 한도)

 ※ ‘18~’21년까지 적용

한국

주택

공사

주거

지원

청년공공

임대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주변 시세대비 60~80%정도의 

임대료 수준 거주

 ※ ‘18년 입주자모집 3.5만호

문화
교육
지원

교육부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 만19세 이상 성인 (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 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원

• 1인당 35만원 지원 

   (초과금액은 개인부담)

 선정인원: 15,000원

아산시

원데이

클래스

지원

청년지원

프로그램
• 아산 거주 구직청년(만18~39세)

• 지역청년의 자립.정착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소통/경제/문화/취업/창업

독서모

임 

지원

독서커뮤니티

‘시트러스’

• 책을 읽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은 

 만18세~39세 청년 누구나

• 한정판 에디션 시트러스 뱃지 증정

• 특별한 북큐레이션(공연, 영화관람 등)

• 모임장소 제공 및 수료증 수여

※ 역사/인문, 소설/문학, 정치/경제

문화/예술 등 4분야 20명 모집

캠핑축

제

지원

청년캠핑축제

<청년주간운영>

• 캠핑을 좋아하고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하고 싶은 

  만18세~39세 청년 누구나

• 청년토크/ 캠프파이어/ 공연 등

 다양한 행사 실시 

※ 곡교천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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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주요 추진사업 홍보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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