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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년

2012. 6. 일하는학교 창업준비팀 결성
2012. 9 성남시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공모사업 선정

2012. 9 - 12 인턴십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2013. 1- 2. 설립 준비위원회 ( 발기인 모임 )

2013. 2. 26.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성남시청 율동관 ]

2013. 6. 28. 비영리법인 인가    [교육부 10호]

2013. 5 ~ 8
길찾기학교 1기 “인턴십 프로젝트”
작업장교실 ( 수공예 / CAD )
소셜웹활용 교육모임

2013. 8. 29. 열림잔치 개최

2013.10 ~ 12
길찾기학교 2기 “인턴십 프로젝트”
청년인문학교실 “20대를 위한 사랑학개론”, ‘돈관리 워크샵’

2014년

2014. 2. 21. 조합원 정기 총회

2014. 2 ~ 4.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프로그램
조합원 영어공부 모임

2014. 3 ~ 6
조합원 학습모임 ‘비진학청소년 생활문화실태 보고서’
조합원 교육 ‘MBTI', '소셜웹’

2014. 5 ~ 7
길찾기학교 3기

청년인문학교실 “돈,사랑 인문학”
리틀맘 수공예 교실

2014. 8 ~ 12
길찾기학교 4기  
청년조합원 활동 시작
셀프칵테일 파티, 전주여행 (10월 31일 ~ 11월 1일), 책읽기 모임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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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5. 1 ~ 2.
“카페bar” 청년문화카페 이벤트  ( 장소: 카페 소리울 )

청년조합원 책읽기 모임
2015. 2. 26. 조합원 정기총회
2015. 2 ~ 4.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프로그램

2015. 5. 청년조합원 ‘춘천’ 여행
2015. 5 ~ 7. 길찾기학교 5기 “쫌착한 녀석들-청년마을활동 프로젝트”
2015. 7 ~ 8.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프로그램

2015. 9 ~ 12
길찾기학교 6기 “맨땅에 헤딩 프로젝트”

쿡카페(바리스타-요리), 키득키득(아동복지), 쌩초보디자인(포토샵&일러스트)

2016년
2016. 1. “생계형 청년알바” 실태조사 보고회     [ 장소: 성남시청 ]

2016. 2. 26. 조합원 정기총회

2016. 3 ~ 7.
길찾기학교 7기 “쫌착한 녀석들-청년마을활동 프로젝트”

고물공작소(수공예&목공), 미적감각(포토샵&일러스트)

2016. 6. 조합원 모임 맛집탐방

2016. 8 - 9 청년밤 – 수공예

2016. 9 ~ 12.
독립생활청년 실태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호구탈출프로젝트’ 청년노동인권학교 

2016. 9 ~ 12
길찾기학교 8기 “맨땅에 헤딩 프로젝트”

키득키득(아동복지), 쌩초보디자인(포토샵&일러스트&사진&드로잉)

2016. 9. 19. 카페온 운영 시작

2016. 11. 조합원 가을 산행 남한산성

2016. 10 - 11 청년밤 – ‘커피향’ 바리스타학습모임

2016. 12. 조합원 모임 카페day

2016. 12
- 2017. 2.

2016년 사업평가 ( 총 8회 )
(평가팀-정일부, 이환래, 이인환, 이정현, 김지영, 최홍준,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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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7. 1.
‘빈곤과 고립’ 
독립생활청년 실태조사 보고회

2017. 2. 28. 조합원 정기총회

2017. 2 - 4
-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합격프로젝트
- 청년 영어학습모임

2017. 4
- ‘꺄르르놀이터’ 청년사업단 활동시작
- 청년학교 특강 ‘정치가 나랑 뭔 상관?’ (은수미 현 성남시장) 

2017. 5 ~ 7.
길찾기학교 9기 “쫌착한 녀석들-청년마을활동 프로젝트”
고물공작소(수공예&목공), 바리스타

2017. 6. 청년글쓰기 모임 ‘글다방’ 활동 시작 

2017. 7. 성남시 공유기업 시정 (2017. 7. 12)

2017. 7 - 8
-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합격 프로젝트
- 청년상상랩 ‘생활혁신 아이디어모임’ 활동시작

2017. 9 ~ 12.
청년마음건강 실태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소소한 청년학교 ( 영상학교, 수다모임 )

2017. 9 ~ 12
길찾기학교 10기 

키득키득(아동복지), 쫌착한녀석들(사회복지)

2017. 10. 청년정책토론회 개최 성남청년네트워크 공동사업

2017. 10. 조합원 가을 산행 남한산성

2017. 12. 조합원 교육 및 송년모임 카페온더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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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 1.
‘청년마음이야기’ 
- 청년마음건강 실태조사 보고회
- 청년영상학교 상영회

2018. 2. 26. 조합원 정기총회

2018. 2 - 4 -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합격프로젝트

2018. 5 ~ 7.
길찾기학교 11기

노라조(사회복지-노인), 커피청년(바리스타)

2018. 6. 조합원 모임 맛집탐방

2018. 8 - 9 청년밤 – 수공예

2018. 5 ~ 10.
소소한 청년학교

1)청년글쓰기 모임 ‘글다방’ (매주 목요일 저녁)
2)청년영상학교 (매주 화요일 저녁)

2018. 8
- 수내 지점 등록 ( 카페 온더테이블 )
- 이사회 워크샵 (곤지암 리조트)

2018. 7 - 8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합격프로젝트

2018. 9 ~ 12
길찾기학교 12기 

키득키득(아동복지), 카페청년(바리스타), 그때도알았더라면(청소년복지)

2018. 9 - 12 수다모임 기획팀 활동 시작

2018. 8. 경기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발표 ‘우수상 수상’

2018. 11.
소소한 청년학교 발표회
- 우리동네 청년잡지 ‘사이’ 출간기념회 (글다방)
- 단편영화 상영회 ‘망작들’ (청년영상학교)

2018. 11. 조합원 가을 산행 남한산성

2018. 11.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
성남학교밖배움터협의회-성남시청소년재단 공동주최)

2018. 10 - 11 청년밤 – ‘커피향’ 바리스타학습모임

2018. 12. 조합원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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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 2. 26. 조합원 정기총회

2019. 1 - 청년 활동  친절한 땡땡씨(수공예) 활동 시작

2019. 2 - 4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합격프로젝트

2019. 3 - 직업인과의 대화 ‘잡수다’ 프로그램 시작

2019. 5 ~ 7.

길찾기학교 13기

소꿉(요리), 카페청년(바리스타), 카페랩(바리스타 심화)

청년 활동  꺄르르 놀이터 활동 시작

2019. 5 ~ 11.
청년 문화 학교

1)청년글쓰기 모임 ‘글다방’ (매주 목요일 저녁)
2)청년영상학교 (매주 화요일 저녁)

2019. 6
사진전 개최 ‘매일, 웃고, 있어요’ (장소: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청년맞춤형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청년재단)

2019. 8 카페 온더테이블(수내동) 운영 중단 (2019. 8. 15)

2019. 7 - 8 20대를 위한 검정고시 합격프로젝트

2019. 9 ~ 12
길찾기학교 14기 

쫌착한녀석들(사회복지/아동복지), 카페청년(바리스타), 모터스(자동차정비/튜닝)

2019. 9.

성남 시장 표창 (공유기업)  (9/28)

청년맞춤제작소(성남) 운영 개시
꽃길 프로젝트 1기 모집

2019. 10. 청년맞춤제작소(성남) 개소식 (10/17)

2019. 12.

청년영상학교 상영회 (12/5)
청년맞춤제작소 오프닝 파티 (12/5)

‘시그니처 랩’ (카페 메뉴개발 아카데미) 개강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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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

본 감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정관 제55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1월 1일부
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목적·운영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사업 평가 
- 청(소)년의 진로자립 분야를 개척해 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7년차 활동은 청년사업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배가된 한 해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길찾기 학교에 이은 청년맞춤제작소 운영참
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진로자립학교라는 지역사회 모델제시도 노력하고 있으나, 
청년사업 전문화 정도에 비례해 보여줄 것입니다. 사업실행능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청년인턴, 
다양한 청년활동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정신을 실현할 조합원 주도의 
활동 참여 증가는 사회적경제 자립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에 한걸음 더 다가간 모습을 나타냅니다. 

- 청년사업의 전문화 영역에서 학교밖청소년 관련 후기 청소년에 국한된 활동에서, 만29세 청년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지역재단과 컨소시움으로 운영에 참여하면서 진
로설계, 직업훈련, 주거 및 채무지원 등 취업 및 자립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
하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 청년진로자립학교 영역에서 지역사회 모델 제시와 관련된 활동은, 청년사업 전문화 영역의 사
업성과에 비례해 추진해야할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에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위수탁 도전은 기존 
활동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의지로 읽힙니다. 
- 사업실행능력 강화 차원에서 일하는학교 사업에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다양한 청년 활동을 만
들어내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청년 조합원의 성장과 함께 신규 조합원 가입 등으로 이어지
는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운영차원에서 다양한 조합활동에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조합활동이 활성화 되는 추
세가 보입니다. 다만 확대된 사업규모를 관리하는 체제는 고민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권유 사항 
- 일하는 학교의 성장속도와 사업 규모가 지역사회 청년 분야를 넘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
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책임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모화된 역량발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일하는학교 활동 현장에서 참여와 실천으로 함께 하신 조합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
껏 성장하는 2020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2020. 3. 16    감사 김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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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가

 1. 조직 운영

  1) 조합원 현황

  2) 일하는 사람들

  3) 이사회

 2. 사업 결과

  1) 주요 사업결과

  2) 조합원 참여

 3. 사업 평가

  1) 사업 총평

  2) 사업별 세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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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조직운영 사업 평가

조합원 유형 인원

생산자 조합원 

(61명)

사업주
사업체/기관 책임자로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조합원
22 명

교강사
프로그램 강사 또는 상담자로 

참여하는 조합원
39 명

후원자 조합원 

(80명)

일반 후원 재정후원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47 명

청년 조합원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33 명

직원 조합원 (7명) 직원 상근직으로 일하는 조합원 7 명

총 인원
148 명

(2019년 대비 15명 증가)

이름 사업팀, 업무 입사 퇴사 비고

1 이정현
사무국

청년맞춤제작소(모란센터)
2013. 8. 1

사업 총괄

청년맞춤제작소 운영총괄

2 김지영

학교밖배움터 사업(신흥동)

2013. 8. 1 학교밖배움터 사업총괄

3 최홍준 2015. 5. 1
바리스타 교육(카페청년),

자동차 튜닝교육(모터스) 

4 배영선 2018. 11. 1
검정고시 프로그램 총괄

요리,사회복지 교육

5 임청빈 2019. 7. 1 청년활동지원(글다방,영상)

6 임경의
청년맞춤제작소(모란센터)

2019. 7. 25 취업지원상담, 정보제공

7 이근우 2019. 9. 10 위기지원상담

8 안예지 꺄르르놀이터, 수공예 교육 2018. 9. 1 2019. 6. 30 성남시 청년일자리(퇴사)

(일자리사업 기간 만료)9 박진희 진로멘토링(잡수다) 2018. 9. 1 2019. 6. 30

10 진기란 카페 사업, 홍보 지원 2019. 4. 1 2019. 12. 31 경기도 징검다리 일자리

(퇴사/사업 기간 만료)11 황총명 청년활동지원(꺄르르놀이터) 2019. 7. 1 2020. 2. 29

12 표학천 홍보 지원(사진), 사진 교육 2019. 7. 1 2020. 1. 31 청년재단 npo 일경험

(퇴사/ 사업기간 만료)13 이충환 바리스타 교육, 카페 사업 2019. 7. 1 2020. 1. 31

1.  조합원 현황

(비조합원) 정기후원자: 총 54명 ( 2019년 대비 14명 증가 )

2. 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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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 안건 참석 인원 비고

1 2019. 3. 28 2019년 사업추진계획 7명

2 2019. 4. 30 청년지원센터 위탁사업 추진방법 7명

3 2019. 6. 19 청년재단 위탁사업 추진계획 5명

4 2019. 8. 13 카페사업 신규매장 추진여부 7명

5 2019. 10. 16 2019년 중간평가 7명

6 2019. 11. 19 카페 신규매장 추진, 이사회 워크샵 6명

7 2019. 12. 16 카페 신규매장 추진계획 7명

8 2020. 1.17-1.18 2019년 사업평가 (조직운영체계) 8명 워크샵

9 2020. 2. 10 2020년 사업방향 및 계획 5명

10 2020. 3. 16 2020년 정기총회 개최 방법 6명

순번 성명 비고

1 정일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전) 한국노동운동연구소 / 부소장

이사장

2 이환래
(전) 디딤돌학교 길잡이교사
(전) 성남학교밖청소년배움터협의회 / 대표

이사

3 이인환 동우환경관리 / 대표 이사

4 김미정 성남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사

5 이남주 자담푸드 / 대표 이사

6 김나경 동부여성개발센터 취창업팀장 이사

7 박명선 일하는학교 청년조합원 이사

8 이정현 일하는학교 / 사무국장 이사

9 최종근 평화기업(사회적기업) / 이사 이사

- 김정삼 사회적기업 유스바람개비 / 대표 감사

3. 이사회

1) 이사회 개최 결과

2) 이사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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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사업결과 사업 평가

1. 2019년 주요 사업

분류 사업명 주요 내용, 결과

사업1.

<신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배움터 사업

길찾기학교 13기

2019.5-8

카페청년 1
1. 카페청년: 바리스타 진로탐색, 직업체험

2. 카페랩: 바리스타 직업교육 심화반 오픈

3. 소꿉: 요리 분야 진로탐색, 직업체험

카페 랩

소꿉

길찾기학교 14기

2019.9-12

카페청년2
1. 카페청년: 바리스타 진로탐색, 직업체험

2. 쫌착한녀석들: 사회복지/아동복지 

3. 모터스: 자동차 정비/튜닝 직업체험 시작

쫌착한 녀석들

모터스

검정고시 20세 이상 청년 대상, 검정고시 단기 프로그램

사업2.

<모란센터>

청년맞춤제작소

청년진로학교 

‘꽃길’ 프로젝트

1기

(2019.11-2020.10)
<청년맞춤제작소(모란센터) 개소>
- 취업 및 자립 지원: 교육/상담

- 1기 참여자 24명, 2기 참여자 29명

(성남이로운재단 협력사업)
2기

(2020.2- 2021.1)

잡수다 ‘직업인대화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사업3.

-청년학교

-청년활동

청년문화학교

글다방 글쓰기모임 (3년차 운영)

영상학교 단편영화제작 교육, 상영회 개최 (3년차)

‘사진’으로 말하기 사진교육, 전시회 개최

청년활동

꺄르르놀이터 놀이터 마을활동

친절한 땡땡씨
- 수공예 1day 클래스 운영, 

- 수익사업: 외부 교육, 카페 케이터링

청년조합원 창업지원 청년살롱, 디자인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4.

카페사업

카페 매장 

운영

온더테이블 (수내동) 수내동 카페 운영종료: 2019. 8. 15

cafe 그런날 (금광동) 금광동 신규매장 오픈: 2020. 3

심화교육 시그니처 랩 매뉴개발 아카데미 프로그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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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참여 결과

분류 사업명 주요 결과

사업1.

<신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배움터 사업

길찾기학

교

(상반기 / 

13기)

카페청년 1 ⚫ 이준호 조합원 (마을활동)   ⚫ 한연지 조합원 (자기탐색) 

요리팀 소꿉
⚫ 이준호 조합원 (마을활동)   ⚫ 한연지 조합원 (자기탐색)  

⚫ 유승태 조합원 (인턴십 멘토)  ⚫ 윤혜상 후원자 (인턴십 멘토)

카페렙 ⚫ 고정우 조합원 (브랜드개발교육)

길찾기학

교

(하반기 / 

14기)

카페청년2 ⚫ 김덕래(커피교육), 이준호(마을활동), 한연지 조합원 (자기탐색)

쫌착한 녀석들
⚫ 이준호 (마을활동)  ⚫ 김미정 (아동복지)  ⚫ 이성실 (사회복지)  

⚫ 이석란 (아동복지, 후원금)  ⚫ 안미선, 성행선 (후원금)

모터스 ⚫ 이준호 조합원 (마을활동)  ⚫ 한연지 조합원 (자기탐색)

검정고시
⚫ 최종근 조합원 (검정고시 총괄, 주말반 운영, 1:1 개별수업진행)  

⚫ 안예지 조합원 (과학 수업)  ⚫ 박진희 조합원 (수학 수업)

사업2.

<모란센터>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청년진로학교 ‘꽃길
 교육 진행: 금두환(취업), 이준호(마을활동), 신지원(자기탐색), 

 한연지(자기탐색) 조합원

잡수다 ‘직업인대화  박용, 이성실, 고정우, 김덕래, 이석란, 권오진, 김현정 조합원

사업3.

청년학교

청년활동

청년문화

학교

글다방 ⚫ 이환래, 김한송, 박진희, 이하경 조합원 (글다방 운영 및 참여)

영상학교 ⚫ 박명선, 황총명, 장지훈 조합원 (프로그램 참여)  

‘사진’으로 

말하기

청년활동
꺄르르놀이터

⚫ 권오진 조합원 (프로그램 기획, 교육) ⚫ 강수린, 고정우, 노희

지, 박명선, 신현주, 안예지, 전창우, 정종선, 황총명 조합원 (프로그

램 참여)

친절한 땡땡씨 ⚫ 안예지, 전민주 조합원 (프로그램 기획, 진행)

창업지원
청년살롱 이준호(멘토링), 표학천, 박명선, 

디자인 협동조합 고정우, 이선지, 이성실(창업활동) 조합원

사업4.

카페사업

카페 매장 운영 이남주, 최진아, 이미자, 이충환 조합원

심화교육 시그니처 랩 ⚫ 장지훈 조합원 (프로그램 참여)

사업5. 

지역사업
지역 교육사업

디딤돌학교: 원예치료(한연지, 안예지 조합원)

해냄학교: 사진교육(표학천 조합원)

사업6.

청년지원

청년은행 대출심사위원: 김나경, 김재하, 김치수 조합원

상담지원 심리상담지원(무료): 이경아 조합원

사업6. 

기타

연구팀 유승태, 이준호, 노자은, 이경원 조합원

기부모금 기부 계모임 ‘디모스’ 100만원 후원 연계: 이선지 조합원

사업평가 위원회 이준호, 이성실, 박용, 이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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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사업평가 사업 평가

○ 2018년 사업 총평

1. ‘협동조합’으로서의, 조합원 중심 운영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전환점, 질적 성숙
- 2017년부터 조합원 중심운영을 위해 노력, 사업별 참여조합원 참여도 크게 늘어남
- 이사회 중심체제 안착(매월 개최)

2. 사업규모·사람 역량의 양적 성장
- 일하는학교와 수내동카페를 포함해서 유급직원이 8명으로 늘어남
- 수다모임과 청년학교·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일하는학교를 찾아오는 청년들의 수 대폭 증가

1. 사업 총평

  2019년은 일하는학교가 재정, 공간, 인력 부분에서 진일보한 한해 였습니다. 

  첫째, 일하는학교에 두 번째 공간이 생기고 청년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

니다. 그간 청년지원사업을 추구해오면서도 주로 청소년(후기청소년) 지원사업 예산과 정책에 의지해야했기 

때문에 청년/청소년이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9년 6월 재단법인 청년재단의 ‘청년맞춤제작소’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독립된 사업공간과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청년지원조직으로서 본연의 과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성남이로운재단이 컨소시엄기관으로 함께 해주셔서 사

업선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들이 일하는학교의 상근활동가로 일하는 경험을 얻게 되었

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일하는학교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 면에서 2019년 초에 목표했던 ‘청년사업 전문화, 독자화’와 ‘규모화’가 어느 정

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분리되고 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전에 비해 의사결정구조가 흐트러지고 지역활동, 조합

원활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연구사업, 정책 활동 등이 중단되거

나 시도되지 못했고 조합원과의 긴밀한 소통도 예년에 비해 부족해졌습니다. 연구, 정책, 조합원과의 소통은 

일하는학교를 견인해가는 토대이기 때문에 2020년 집중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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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학교는 어떤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2019년을 보냈을까?

2. 2019년 사업방향 및 과제 

1) 사업배경 ‘2019년 초기 상황’

(대외) 정부·지자체 단위에서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대내) 일하는학교에 후기청소년(만 24세 이하)을 벗어난 청년의 비중이 늘어남

☞ 일하는학교의 현재 사업들은 대체로 후기청소년에 적합한 내용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학교밖청소년’ 

보조금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학교의 사업이 후기청소년/진로모색의 틀을 크게 벗어

나기 어려움. ‘청년’, ‘자립’ 지원이라는 조합 본연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후기청소년을 넘어 20대 중

후반 청년의 상황·욕구에 맞는 사업내용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시도되어야 함(위탁사업 등)

2) 2019년 사업방향 및 과제 (2019년 정기총회 결의안)

사업방향 1. ‘청소년사업’과 분리된, ‘청년사업’의 독립적 추진
- ‘사업대상’ 청년범위확대: 만24세(후기청소년)를 넘어선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범위확대
- ‘사업내용’ 변화·확대: 20대 후반 청년의 필요·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 취업/이직 지원 등
- 사업체계·행정분리: 기존 ‘학교밖청소년 보조금사업’ 틀 안에 섞여 진행되어온 청년사업을 분화·분리하
여 ‘청년사업’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독립적인 재정으로 추진

사업방향 2. 청년진로자립학교의 지역사회 모델 제시-정책화: 연구, 정책참여, 홍보 등
- 2018년 연구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일하는학교 사업(특히 길찾기학교)에 대한 연구활동을 본격화
☞ 대외홍보·공유활동을 통해 제도화·정책화 방안모색 ☞ 사업·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방향 3. 사업실행능력 강화: 규모화, 효율화, 공신력 향상
1) 조합원참여 측면: 2017년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 ‘조합원의 참여와 주도’
- 조합원이 ‘후원자’가 아니라 참여하고 주도하는 구성원이 되어가기 위해 ‘많은 참여의 기회’ 필요
- ‘참여 경험’이 조합의 인적·재정적으로 조합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2) 조합원 유입·영입 측면: 다양한 사업·활동을 통해 전문가·지역민이 참여 
☞ 공모사업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청소년기관 파견프로그램 등) ☞ 조합원으로 영입
3) ‘청년’조합원 측면: 장기적으로 조합운영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적극적 청년조합원의 성장과 역할강화 
노력 ☞ 프로그램·사업참여, 청년일자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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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대비 평가

사업방향1. 청년사업의 전문화: ‘청년사업’ 독립예산·독립공간 추진

☞ 기존에 ‘학교밖청소년 지원금’을 기반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적·행정적 한계 극복

목표했던 내용적·행정적 사업분화·확대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 기존의 일하는학교는 ‘성남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만 19-24세 ‘후기청소년’ 대상의 진로

탐색, 진로경험 프로그램 ‘길찾기학교’에 집중하고

- 새로운 모란센터 ‘청년맞춤제작소’는 만 24세 - 29세 청년에 보다 집중하여 진로탐색 이후의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 및 채무지원’ 등 ‘취업과 자립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2019년 하반기부터 ‘성남시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면서 늘어나게되는 청년지원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식적) 사업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음

사업방향2. 청년진로자립학교의 지역사회 모델 제시-정책화

☞ 연구, 포럼, 정책 참여 등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음

- 성남시 청년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구체적 노력은 하지 

못했음. 청년지원센터 위탁과정에 지원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인 성과는 없음

- 길찾기학교,청년맞춤제작소 사업성과를 통해 제도화·정책화 지속적 노력해야 함

사업방향3. 사업실행능력 강화: 규모화, 효율화, 공신력 향상

☞ 청년인턴 참여, 다양한 청년활동 추진 등 사업의 규모화·공신력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 청년일자리사업(청년인턴) 등을 통해 많은 신규인력이 결합되고, 조합원으로 합류하는 과정이 됨

- 양적으로 사람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조합의 실행역량도 향상되고 있음

- 그러나 청년인턴에 대한 교육·업무배정 체계가 미흡하여 청년이 가진 역량이 다 발휘되지 못함. 청년인턴

을 포함하여, 청년/조합원과 청년인턴이 함께하는 활동가 양성교육 등이 필요함

- 조합원,후원자 확보 작업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였음

사업방향4. 협동조합, 운영체계
- 조합원의 사업참여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 활동을 위한 조합원 참여도 늘어나고 있음

- 확대된 사업규모를 견인하고 관리하는 운영체계는 미비하였음. 이사회 체계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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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업과제 추진 결과 및 평가

1. 청년사업 
전문화
/체계화

1) 청년사업의 전문화·독립화
- 후기청소년 사업과 

청년사업의 분리
- 행정적·재정적 분화·독립  

○ 청년사업의 독립적 운영이 시작됨
- 청년재단위탁사업(청년맞춤형지원사업)을 통해 독립공간,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위탁사업의 형태여서 기존 일하는학교 프로그램을 그대
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일하는학교 고유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일하는학교(신흥동) 공간은 ‘후기청소년 대상-진로
경험/모색’을 중심으로 운영, 새로운 공간(모란)은 ‘25-34
세 청년 대상-취업 지원’ 중심으로 운영.
(이하 편의상 길찾기A<신흥>, 길찾기B<모란> 표기)

○ 후기청소년-청년사업 분화의 의미와 영향
① ‘길찾기A’ (학교밖배움터) 진로경험+진로설계
- 참여자가 더 어려지고, 더 어려운 상황(학업중단,심리정
서적 어려움 등)의 청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감
- 진로,취업 목적보다는 ‘사회경험’, ‘사람만나기’, ‘자신감
높이기’ 등의 ‘사회진입’목적의 참여자가 늘어남
- 참여자 욕구수준에 따라 취업이나 직업기술향상 측면보
다는 경험·활동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 단, 카페랩(바리스타 심화반)은 기초교육 이후의 직업역
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함
② '길찾기B' (청년맞춤제작소) 취업+일경험+직업능력
24세~29세 청년들의 지원비율이 높음(30대도 포함). 참여
자들은 ‘취업’과 ‘일경험/직업전문성/자격 확보’이라는 당
면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구체적 성과를 얻기를 희망함.
☞ 현재는 초기단계여서 두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가 모호
한 측면이 많고, 청년이나 유관기관들도 혼동함. 
두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나가야 함

2) 공신력 확보·정책화
사업 및 정책조사와 연구

-2018년 학습모임을 연구팀으로 격상
-노자은(연구전문),이준호 조합원 연구팀 신규참여
☞ 길찾기학교 성과지표설문 개발(초안)
☞ 연구팀 구성원을 증원했으나, 모임이 2회밖에 열리지 못했

음. 당장의 성과는 크지 않음. 2019년은 길찾기학교 성과지표 개
발과 1차보고서 수준으로 진행

4. 세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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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찾기학교 
전공 전문성 강화

1. 바리스타 전공전문성 강화 추진
 바리스타교육 정부위탁사업 추진 (내일이룸학교)
- 바리스타교육 심화반 운영
2. 분야 확대 추진 => 요리, 자동차정비 등
분야별 전문성강화와 분야 확대 동시 추진

2. 규모화
1) 프로그램 다변화 ①단기프로그램 운영: 원데이 클래스(공예,커피)

②청소년기관 파견: 디딤돌학교(원예치료), 해냄학교(사진교육)2) 청소년 기관과의 연결강화

3. 
청년/생산자조
합원 역량강화

1) 조합원 역량의 
양적질적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조합원: 노자은(연구), 이충환(예비조합원, 바리
스타) 등

2) 청년일자리 사업 - 2018년에 비해 신입 청년인턴에 대한 교육, 업무부여가 미
흡 (인턴의 경험,역량 차이 또는 관리자의 시간부족)

3) 청년조합원의 성장/역할 강화 - 이선지 조합원 ☞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모임을 통해 
100만원(예상치) 이상의 기부금 유치, 지인을 조합원으로 영입

4. 재정 역량 
강화

1) 후원조합원, 기업후원 유치 추진하지 못함

2) 특별 모금 사업 실시하지 못함

3) 위탁사업 추진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지원(탈락), 청년재단 맞춤형지원사업 선정

4) 카페 사업 전문화 신규 매장 오픈

5) 사업홍보
리플렛, 소개책자 디자인 완료

홈페이지 개편작업 중단(2020년 1월 재개)

5. 효율화

1) 사업의 틀과 운영방식 
간소화/체계화

-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많은 신규인력이 결합되고, 조합원으
로 합류하는 과정이 됨. 양적으로 사람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조합의 실행역량도 향상되고 있음. 

- 그러나 청년인턴에 대한 교육·업무배정 체계가 미흡하여 청년이 
가진 역량이 다 발휘되지 못함. 청년인턴을 포함하여, 청년/조합
원과 청년인턴이 함께하는 활동가 양성교육 등이 필요함

2) 효율적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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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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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6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통합) (단위 : 원)

과    목
제 7(당)기 제 6(전)기

금    액 금    액

Ⅰ. 사업 수입 　 182,300,884 　 166,432,132

　 시보조금수입 96,893,850 　 85,520,870 　

　 공모사업 42,895,087 　 37,944,217 　

　 수익사업1.케이터링 2,954,741 　 4,454,545 　

　 수익사업2.프로그램
운영 4,435,235 　 23,000,000 　

　 상품매출 24,602,094 　 15,248,772 　

　 직업체험 　 　 263,728 　

　 기타 보조금 10,519,877 　 　 　

Ⅱ. 매출원가 　 5,904,246 　 4,930,458

　 상품매출원가 　 5,904,246 　 4,930,458

　 기초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 5,904,246 　 4,930,458 　

　 기말상품재고액 　 　 　 　

Ⅲ. 사업 이익 총액 　 176,396,638 　 161,501,674

2. 손익계산서 회계 결산

1. 손실금 처리 회계 결산

<결의 사항>

2019년 당기순이익 5,621,139원이 발생하였다. 2018년 말까지의 미처리 결손금은 9,159,607원이다.

2018년 미처리결손금에서 2019년 이익금을 차감한 2019년 미처리 결손금 2,505,312원을 2020년 회계
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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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매비와관리비 　 347,277,026 　 268,005,557

　 1) 인건비 　

직원급여1 94,360,322 　 101,633,333

　 직원급여2 17,266,421 　 13,500,000 　

　 청년인턴인건비 73,910,500 　 　 　

　 카페사업인건비 10,591,500 　 　 　

　 기타인건비 　 　 797,000 　

　 퇴직급여 4,725,424 　 7,469,732 　

2) 운영비

　 홍보비1 441,990 　 2,790,077 　

　 사업비 　 　 370,300 　

　 행사비 610,090 　 1,240,630 　

　 보험료1 12,058,340 　 7,000,650 　

　 보험료2 469,200 　 28,800 　

　 세금과공과금 　 　 4,290 　

　 세금과공과금1 90,910 　 46,860 　

　 세금과공과금2 611,740 　 631,800 　

　 임차료 17,886,000 　 17,880,000 　

　 통신광열비1 3,088,348 　 2,741,194 　

　 통신광열비2 5,503,468 　 4,001,151 　

　 복리후생비1 6,043,774 　 9,395,040 　

　 복리후생비2 1,304,731 　 422,607 　

　 대외활동비 　 　 5,500 　

　 시설비 　 　 3,316,880 　

　 회의비 917,560 　 545,100 　

　 사무비2 14,000 　 　 　

　 사무비1 746,292 　 225,250 　

　 cms사용료 714,205 　 1,010,110 　

　 교통비 235,500 　 319,520 　

　 소모품 349,530 　 490,841 　

　 복합기 2,411,200 　 1,848,000 　

　 우편비 178,290 　 25,910 　

　 기장료 2,005,000 　 1,870,000 　

　 선물비 42,810 　 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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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비용 　 　 907,000 　

　 보험료 　 　 89,530 　

　 기타사무비 99,600 　 369,040 　

　 생수 458,400 　 　 　

　 소모품비 720,267 　 171,412 　

　 수수료비용 2,234,437 　 1,070,007 　

　 회비 420,000 　 360,000 　

　 워크샵비 817,701 　 　 　

3) 사업비

　 검정고시 85,900 　 　 　

　 청년알바실태조사 　 　 326,900 　

　 길찾기학교 40,701,886 　 48,564,551 　

　 역사기행 　 　 3,331,700 　

　 퇴근후학교 8,294,440 　 25,517,462 　

　 수다모임 73,230 　 905,910 　

　 학생식비 12,420,016 　 6,604,270 　

　 사업비-카페 15,596,505 　 　 　

　 연구조사 30,100 　 　 　

　 청년활동 181,020 　 　 　

　 수공예 441,540 　 　 　

　 청년맞춤제작소 1,817,213 　 　 　

　 수익사업 3,454,856 　 　 　

　 꿈의학교 2,852,770 　 　 　

Ⅴ. 사업 이익 　 -170,80,388 　 -106,503,883

Ⅵ. 사업 외 수입 　 176,898,366 　 91,255,824

　 정기후원금 37,380,000 　 34,700,000 　

　 기타기부금 10,797,092 　 30,568,650 　

　 카페기부금 　 　 6,280,000 　

　 청년일자리 42,589,000 　 10,045,560 　

　 징검다리일자리 57,424,000 　 　 　

　 npo일경험지원금 21,000,000 　 　 　

　 일자리안정자금1 5,550,000 　 4,250,000 　

　 일자리안정자금2 1,380,000 　 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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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익 83,693 　 48,369 　

　 잡이익 374,581 　 3,014,835 　

　 자문비 5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98,410 　

Ⅶ. 영업외비용 　 109,239 　 570,362

　 전기오류수정손실 　60,000 　 563,200 　

　 잡손실 49,239 　 7,162 　

Ⅷ. 법인세차감전이익 　 5,638,739 　 -15,818,421

Ⅸ. 법인세등 　 17,600 　 136,860

Ⅹ. 당기순이익 　 5,621,139 　 -15,955,281

제7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6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통합) (단위 : 원)

과    목
제 7(당)기 제 6(전)기

금    액 금    액

자산 　 　 　 　

Ⅰ. 유동자산 　 25,182,170 　 19,672,890

①  당좌자산 　 25,182,170 　 19,672,890

　 현금 　 17,550 　 　

　 보통예금 　 23,651,818 　 14,713,228

　 보통예금(퇴직급여) 　 81 　 3,269,732

　 외상매출금 　 　 　 444,700

　 단기대여금 　 800,000 　 850,000

　 미수수익 　 14,911 　 　

　 미수금 　 51,670 　 105,600

　 선급금 　 　 　 226,250

　 가지급금 　 580,000 　 　

　 선납세금 　 66,140 　 63,380

②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33,140,154 　 32,140,154

①  투자자산 　 　 　 　

②  유형자산 　 2,140,154 　 2,140,154

3. 재무 상태표 회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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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5,040,000 　 5,040,000 　

　 감가상각누계액 3,920,463 1,119,537 3,920,463 1,119,537

　 시설장치 18,000,000 　 1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6,979,383 1,020,617 16,979,383 1,020,617

③ 무형자산 　 　 　 　

④ 기타비유동자산 　 31,000,000 　 30,000,000

　 임차보증금 　 31,000,000 　 30,000,000

　 자산총계 　 58,322,324 　 51,813,044

　 부채 　 　 　 　

Ⅰ. 유동부채 　 20,563,199 　 14,639,763

　 외상매입금 　 242,750 　 341,050

　 미지급금 　 2,892,811 　 11,152,470

　 예수금 　 2,649,880 　 944,620

　 부가세예수금 　 　 　 418,183

　 미지급세금 　 173,697 　 674,6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766 　 108,766

　 주임종단기채무 　 8,500,000 　 1,000,000

Ⅱ. 비유동부채 　 7,469,732 　 7,469,732

　 퇴직급여충당부채 　 7,469,732 　 7,469,732

　 부채총계 　 28,032,931 　 22,109,495

　 자본 　 　 　 　

Ⅰ. 자본금 　 38,790,000 　 37,830,000

　 출자금 　 38,790,000 　 37,830,000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결손금 　 2,505,312 　 8,126,451

　 미처리결손금 　 2,505,312 　 8,126,451

　 (당기순이익) 　 　 　 　

　 당기:     5,621,139 　 　 　 　

　 전기:    -15,955,281 　 　 　 　

　 자본총계 　 36,284,688 　 29,703,549

　 부채와 자본 총계 　 58,322,324 　 51,8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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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계획

1 2020년 주요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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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주요 과제 주요 내용

운영체계
정비

의사결정 체계 강화 운영위원회 신설 운영

행정체계
회계 프로그램 사용

(일자리 지원) 회계행정 인력 충원
신흥,모란 센터 역할 명확,연결

기존 사업의 성과 정리 성과보고서, 연구 사업

기반역량 키우기
(사람·관계)

1. 청년활동가 발굴,육성 청년 활동가 프로젝트

2. 네트워크 확대 지역 기관·단체·기업과의 관계망확대

재정 능력 향상
수익사업 카페, 음료 케이터링, 땡땡씨 등

기부모금 확대 조합원 확충, 후원회원 조직

단위 사업 방향 과제

1.학교밖 배움터 사업
(신흥)

센터·사업의 역할 명확화 진로경험, 동기 형성, 진로시작점 
사업규모 확대 학교밖청소년 참여확대, 질적 향상

프로그램 레벨up 상근교사 역량·전문성 향상(연구,학습)
프로그램 디테일 향상, 메뉴얼화

(지역사회) 성과 드러내기 성과보고회 개최, 성과보고서 발간

2.청년맞춤형 지원사업
(모란)

센터·사업의 역할 명확화 취업, 직업역량, 생활기반(주거,채무 등)
구체적 성과,결과물 도출 취업, 자격취득, 소득향상 등

사업 지속(위탁) 성과보고회 개최, 성과보고서 발간

3.청년활동 지원

청년학교,청년활동의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확립

(청년과 상근자의 결합형태/방식)

(청년학교) 글다방, 영상학교
(청년활동) 꺄놀, 땡땡씨 등

‘프로그램 타입’, ‘모임 타입’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운영방식 명문화

청년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청년 이슈, 정책에 대한 이해 향상
일하는학교 활동,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4. 카페 사업 수익 발생

5. 조합원 활동 운영위원회를 통한 활동 단위간 
소통과 협업 강화 운영위원회, 연구팀, 청년은행, 소식지팀

1.� 사업방향� ‘지속가능을�위한�체계·역량�키우기’

2.� 사업별�추진방향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정기총회

- 27 -

2 단위별 사업계획

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1.

<신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배움터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학교밖청소년(20세 이상, 중고 중퇴 또는 검정고시 학력) 20명

- 주 목적: 다양한 진로경험을 통한 진로활동 동기향상·사회활동 촉진, 진로방향 설정

- 주 사업: 길찾기학교(직업분야별 중단기 진로경험 프로젝트)

- 예산: 성남시 보조금 120,800,000원 / 공모사업 50,000,000원 / 자부담 2,080,000원

<2020년 주요 사업방향>

1. 센터·사업의 역할 명확화: 진로경험, 동기형성, 진로시작점으로서의 정체성 명확화

2. 사업규모 확대: 학교밖청소년(20세 이상) 참여인원 확대(평균 등록인원 20명 이상)

3. 프로그램 전문성향상: 상근교사 역량·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세부메뉴얼 마련

4. 성과 드러내기: 성남시·지역사회에 사업의 필요성 인식·공감 시키기

길찾기학교

(상반기 / 

15기)

카페청년 1 내일이룸학교 사업추진 (2020년 가을)

(신설) 아무거나(여러분야 종합), 원데이클래스

(폐지/중단) 요리(소꿉), 카페랩(시그니처랩으로 통합?)
길찾기학교

(하반기 / 

16기)

카페청년2
쫌착한 녀석들 사회복지, 아동복지

모터스
검정고시 연 2회 운영 ( 2-4월, 6-8월 )

학교밖청소년 

발굴·연계 사업

작은연구조사
주제: 학교밖청소년의 진로장벽

☞ 소규모 설문조사·심층면접 실시

SNS 페이지운영
‘자퇴는 처음이지?’ 운영중단된 페이스북 페이지 

재가동. 컨텐츠 개발·배포 활동. (전담자 배치)

사업2.

<모란센터>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30명 (중위소득 150% 이하, 4대보험 비가입자)

- 주 목적: 1년간 취업 및 진로활동 지원

- 주 사업: 진로상담, 직업훈련지원(교육비 지원), 식비지원(월20만), 기타 복지지원

- 예산: 청년재단 186,000,000원 / 자부담 1,270,000원

<주요 추진방향>

1. 센터·사업의 역할 명확화: 취업, 직업역량, 생활기반(주거, 채무 지원 등)

2. 성과 드러내기: 성남시·지역사회에 사업의 필요성 인식·공감 시키기

                 2021년 사업위탁 지속 또는 성남시 지원사업으로 추진

청년진로학교 

‘꽃길

1기 지원기간: 2019. 10 - 2020. 9

2기 지원기간: 2020. 2 - 2021. 1

집중개발

프로그램

취업스쿨 이력서·자기소개서·모의면접 집중교육프로그램

잡수다 ‘직업인대화 현직자·직업인 초청 소그룹 대화

자립기술교육 노동법,경제관리 집중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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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3.

청년학교

청년활동

<사업개요>

- 사업대상: 제한 없음 (비진학청년, 학교밖청소년 중심 홍보·모집)

- 주 목적: 1)일하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후속활동·커뮤니티 형성 지원

           2)진로취업 프로그램(길찾기학교 등) 이외에 일하는학교로의 유입경로

- 주 사업: 청년문화학교(영상학교,글다방), 청년활동(꺄르르놀이터, 친절한땡땡씨)

           청년활동가 프로젝트(작은연구,온라인발굴)

- 예산: 프로그램·활동별로 마련(공모사업 등)

<주요 추진방향>

1.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확립: ‘프로그램(P) type', '커뮤니티(C) type' 분류

☞ 프로그램별로 상근자,조합원,청년의 역할과 결합형태를 구체적으로 계획

2. 청년조합원활동가 육성·역할강화: 청년조합원 중심 활동·프로그램 확대

청년문화학교
글다방 프로그램 type 으로 운영. 실무담당자 배치

영상학교 프로그램 type 으로 운영. 참여자 신규모집.

청년활동
꺄르르놀이터
친절한 땡땡씨

수다모임 상근자 실행력 미비. 실무담당자 배치 어려움.

청년활동가 

프로젝트

작은연구조사
(사업1. 학교밖청소년 발굴·연계사업 동일)

SNS 페이지운영

사업4.

카페사업

- 주 목적: 청년일자리창출, 네트워크 확대

- 주 사업: 카페운영사업, 음료배달사업, 시그니처랩 프로그램(메뉴개발 프로젝트)

- 2020년 목표: 수익 실현 (금액 무관)

카페 운영 cafe 그런날 금광동카페. 음료개발, 음료배달 사업 집중

심화교육 시그니처 랩 계절별 시그니처 메뉴 신규개발, 판매

사업5. 

지역사업

- 주 목적: 지역 기관·사업체와의 관계망 형성·신뢰 형성

- 주 사업: 교육사업(학교밖·청소년 관련 기관), 네트워크사업(회의,MOU 등), 협의회 참여

지역 교육사업 디딤돌, 해냄학교, 그룹홈 등

네트워크

확대

사업장 네트워크 확대 진로, 일경험 네트워크 확대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현직자, 진로강사 등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공공 네트워크 확대 청년정책과, 청소년재단 등

지역연대활동 학교밖청소년배움터 협의회 등

사업6. 

조합원 활동

운영위원회 신설 운영 이사회는 격월, 운영위원회는 매월 운영

연구팀 작은연구조사(학교밖청소년의 진로장벽)

일하는 청년은행 청년조합원 소액대출 사업(2016년 이후 지속)

사업7.

조합 운영

운영체계 정비
이사회 월1회 ☞ 격월 1회 ( 사업방향/재정운영 점검)

운영위원회(신설) 월 1회 (세부사업공유, 실행) ☞ 청년 중심

행정·회계 정비 회계프로그램 도입

재정역량 향상
조합원 증원 월 300만원(2월 현재) ☞ 월 350만원(12월 말)

수익사업 케이터링 사업(카페사업+땡땡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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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 학교밖배움터 사업(신흥동)

학교밖청소년 진로센터로의 지속가능성 & 2020년 당면 과제 해결

◯ 참여자 확대: 학교밖청소년 발굴 

◯ 진로 전문성 강화: 기존 전공 분야 프로그램 변경 및 조정, 새 전공분야 개발

◯ 성과 드러내기: 학교밖청소년 진로의 시작, 일하는학교

 2020년 사업방향과 주요 목표

1. 참여자 확대 / 학교밖 청소년 발굴

  1) 오프라인 홍보/접촉 확대

     - 기존: 기관방문, 포스터/현수막

     - 2020+: 성남시 BIS, 성남시 공용 게시판 홍보물 게시 

            : 성남 꿈드림/광주 꿈드림 등 가까운 지역 꿈드림 연계활동

            : 학교밖청소년 대상 설문/인터뷰(프로그램 유입 및 성과발표 가능)

  2) 온라인 홍보/접촉 확대

     - 기존: 페이스 북 유료 타겟 홍보, 홈페이지, 밴드, 유관기관 홍보 메일 발송

     - 2020+: (운영이 중단된)　학교밖청소년 사이트 확장 운영

            : 인스타 혹은 다른 학교밖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찾아 홍보하기

            : 검정고시 앱(구구컬리지) 활용을 통한 접촉

2. 진로 전문성 강화

  1) 기존 사업 정리 및 자료화 ⇨ 성과발표회(?) / 성과보고서

    : 기존 전공 분야 관련 진로맵, 인력 풀, 네트워크, 사용가능한 정보, 진로 진행 사례 등을 

     정리 및 자료화

  2) 새로운 전공분야 개발

    : 단기 활동 분야 및 진로 가능 분야 시범 운영 

    : 요리 ⇨ 2020년 단기 활동 분야로 / 모터스 ⇨ 진로 분야로 확정하나 추가 활동 내용 필요

  3) 인턴십 집중/확대

    :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모두 할 수 있는 인턴십

     (단, 활동 기간이나 활동 내용 조정)

    : 인턴십 다각화 ⇨ 단계별 인턴십, 세분 분야별 인턴십

    : 멘토 교육(?) 진행 ⇨ 인턴십 과정 중 피로감과 문제해결, 일하는학교와의 관계 증진(인턴십 

     사업장으로 지속 활동 가능성), 참여자와 지속적 멘토 관계 유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 지원

     센터, 꿈드림 ⇦ 멘토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3. 성과드러내기

  1) 학교밖청소년 ‘진로의 시작’: 학교밖청소년 진로 활동의 어려움, 특성에 맞는 진로 동기화, 

    활동 중심의 역량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을활동, 진로의 시작 인턴십 등을 중심으로.

  2) 성공사례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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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계획1 “길찾기학교”

1. 아무거나? 프로젝트 (상반기)
◯ 사업목적  

청년들은 사회성 발달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경험을 통해 탐색 및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대상특성  

무엇이 자신과 맞는지 할 수 있는지 진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학 진학자 중심의 청년 문화로 인해 겪

는 문화적 소외감으로 인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상 : 10명 ☞ 20대 대학비진학청년과 학업중단청년 

⟶ 무엇을 해야할지 정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청년

⟶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해 보고 싶은 청년

◯ 사업목표  

1.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정을 경험:  자기탐색, 진로경험, 또래와 관계형성

2. 사회성 발달

 - 또래와의 활동을 위해 자발적 의사소통 기회제공 

 - 지역사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지역사회와 관계형성 및 공동체 의식 향상

          

◯ 사업전략  

1. 2개 분야(6개업종) 진로 탐색, 경험 (이론, 탐방, 실습?) ☞ 1개분야 선택 필수(추가 분야 참여 가능)

2. 자기탐색, 원데이클레스, 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활동 ☞ 또래 청년들과 관계형성 및 소통

3. 나만의 진로경험? 포트폴리오 만들기 (밴드 외 파일)

4. 인턴십 경험 (필수) 분야선택 인턴십 경험 (단 인턴십 기간은 짧게)

◯ 진행계획

화 (이론,실습) 수 (탐방) 목 (실습) 금 (활동)

1분야

1주 커피 (이론) 커피 (탐방) 커피 (실습)

원데이,

소셜다이닝, 기타 

등등

2주 커피 (탐방,실습) 자기탐색 요리 (이론)
3주 요리 (탐방) 요리 (실습) 요리(탐방,실습)
4주 자기탐색 디저트 (이론) 디저트 (탐방)
5주 디저트 (실습) 디저트 (탐방,실습) 자기탐색
6주 인턴십(1) 인턴십(1) 인턴십(1)

인턴십 기간연장 희망자 추가 진행 

2분야

1주 수공예 (이론) 수공예 (탐방) 수공예 (실습)
2주 수공예 (탐방,실습) 자기탐색 디자인 (이론)
3주 디자인 (탐방) 디자인 (실습) 디자인(탐방,실습)
4주 자기탐색 목공 (이론) 목공 (탐방)
5주 목공 (실습) 목공 (탐방,실습) 자기탐색
6주 인턴십(2) 인턴십(2) 인턴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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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페청년(상,하반기)
◯ 2020년 목표 : 인턴십 사업장 2개소 추가 발굴(카페매장 1곳, 커피 관련 업종 1곳)

→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것 : 기술보다 자신감/자존감 회복(자기탐색), 직업체험(인턴십), 규칙적인 생활 

연습(출결), 사람대면(인턴십-일경험)

◯ 프로그램 운영계획

1) 상반기

- 강사 : 김덕래

- 일정 : 월-수 14-17시. 15기와 일정 맞추기(5-7월)

- 주요내용 : 기초커피교육(13회), 카페 탐방, 자기탐색(6회?), 팀워크활동(미니 대회_라떼아트, 커핑, 메뉴개발 

등), 인턴십-일경험(비용 마련해야함)

- 홍보 키워드 : 카페알바 하고싶은 사람, 커피 좋아하는 사람, 카페 좋아하는 사람

- 모집 : 10명 모집. 7명 수료

2) 하반기: 상반기 프로그램 평가 후 개선하여 진행.

3. 청년 모터스(하반기)
◯ 2020년 운영방향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무엇을 교육하나? 진로관련성?

◯ 해결해야할 과제

1. 강사님들과 청년들과의 간극. 

자리를 잡은 사업주 강사님들(열심히 성실히 하면 성공한다) vs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나는 열심히 

한다는 생각, 뭘 열심히 해야하는지, 어떤 모습을 개선해야하는지 모름).

2. 예산부족 : 2개월 동안 10회 정도만 진행해야함. 확보된 예산이 거의 없음. 

3. 강사진 특성: 일부 분야의 전문 교육 불가(사업주 강사들, 전문 강사 아님). 다만 취업교육은 가능할듯(폴리싱, 

휠/타이어, 랩핑). 

◯ 운영계획(미정) ☞ 아이디어 수준

- 분야(7) : 정비, 휠/타이어, 실내복원, 폴리싱, 방음/언더코팅, 랩핑, 영업/판매

기초반(현행. 레벨1) → 심화반(레벨2-3) → 취업반(레벨3-4) → 취업(레벨5)

         → 심화-취업반(레벨2-4)

         → 전공반(레벨2-3)

         → 자격증반(레벨2-4)_현재 진행불가

자동차반(레벨1-3) → 취업반(레벨3-4)

#기초, 심화, 취업반의 차이 기준? #심화 취업반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더 필요한 것은 없는가?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실습

자동차 자격증(q-net)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차량기술사(대졸이상), 그린전동자동차기사(2020년시험일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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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계획2 “학교밖청소년 발굴·연계사업”

1. 작은 연구조사

- 주제: 학교밖청소년의 진로장벽(예시)

- 추진일정: 2020. 4 - 8

- 사업내용: 학교밖청소년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면담, 간략보고서 발간

- 목적: 학교밖청소년 발굴, 접촉, 유입 ☞ 설문·면담을 통한 관계형성·공감대 형성

- 예산: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 (동천재단/사회적경제 씨앗재단 작은연구 지원사업)

2. SNS 페이지 운영사업

1) 사업명: 페이스북 페이지 ‘자퇴는 처음이지?’

☞ 2018년 하반기 길찾기학교(청소년복지)에서 개설했던 페이지 재운용

2) 목적: 온라인으로 학교밖청소년 접촉·관계형성 ☞ 오프라인 관계로 발전 

3) 주요내용

- 학교밖청소년 맞춤 정보컨텐츠: 자퇴, 가출, 검정고시, 학교 등에 주제 집중

- 사업팀을 구성하여 추진

4) 기타 활동

- 유튜브, 카카오플러스채널 등 기타 매체 활동

 성과보고회
- 일시: 2020년 10월(?)

- 주요내용: 1기 참여자, 2기 참여자 진로활동결과 발표

- 목적: 사업필요성에 대한 지자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청년재단의 긍정적 사업평가 유도

- 추진과제

사업결과 보고서, 참여자 발표자료, 지자체 관계자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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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2. 청년맞춤형 지원사업(모란센터)

학교밖배움터(신흥센터) 청년맞춤제작소(모란센터)
집중과제 진로동기 형성, 자존감·사회활동 욕구 취업, 경력형성, 직업역량개발

집중대상 - 후기청소년: 만19세 ~ 24세
- 학교밖청소년(중고 중퇴, 검정고시)

만 25세 ~ 29세
(모집연령: 만19세 ~ 34세) 

사업방식 ‘길찾기학교’(상하반기, 각 3개월)를 통한 
희망진로분야 집중경험 + 인턴십.

1년간 지속적인 진로상담 + 복지자원 연계
진로설계/구직기술 프로그램 + 취업연계

기대 성과 진로방향설정, 진로활동 ‘시작’ 취업, 경제활동(알바), 자립(주거안정)

◯ 사업목적

-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취업지원사업이 안고 있는 ‘형식화’, ‘정형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 빈곤·저학력 사각지대청년들의 특수한 상황과 진로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 개인별 맞춤형 진로·취업·자립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주요 내용

- 연간 청년 30명을 모집하여, 1년간 진로탐색과 취업진입, 취업안착 지원

- 지원내용: 진로설정 및 취업지원 상담,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1인 200만원 이

내), 삶의질 지원(월 식비지원 20만원, 심리상담비 지원 등), 일자리진입과 자립기반형성에 필요한 상

담·교육·정보제공 등을 개개인 특성과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지원

- 재원: 청년재단 ( 연간 사업비 1억 8000만원 / 공간임대료 별도지원)

◯ 2020년 주요사업계획

1. 주요목표

- 1기 참여자 성과내기: (양적성과) 참여자(24명) 중 취업 70%, 신규 자격취득 70%, IAP수립 90%

                     (질적성과)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사회관계신뢰도 향상

- 대외적 성과표현: 성과보고회 개최(9월), 성과보고서 발간

- 운영체계 정비: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과정 매뉴얼 보완(상담기법 학습 및 체계화)

2. 주요 프로그램

step1. (3월) 자기탐색: 경험탐색, 강점발견

step2. (3-4월) 진로학교: 성격유형, 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 로드맵 작성

step3. (5-6월) 일경험: 현직자멘토링 + 마을활동 + 인턴십

step4. (5-10월) 직업훈련: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연계(교육비 지원), 자격취득

step5. (11-12월) 취업스쿨: 직무이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기술 소그룹 집중교육

step6. 자립기술교육: 노동법, 재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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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3. 카페사업

1. 브랜드 개발
(2019.11-2020.2)

2. 매장 설치
(2020.1-2)

1. 사업목적

1) 길찾기학교(바리스타) 학생/수료자 일경험 기회

2) 교육 이외의 수익사업 활동 지속

3) 조합원,청년의 모임 공간·접촉면 확대

2. 추진방향

1) 딜리버리 서비스(음료 배달) 추진: 케이터링 서비스 병행

2) 단계적 추진: 소규모 매장 / 배달사업 ☞ 사업성과 확인 후 매장 확대 검

3.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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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사업 개시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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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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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총액
수입처별 금액

시 보조금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수익사업 기타기부금 조합원회비

총액 244,793,759 129,156,800 23,217,760 35,200,000 4,020,000 15,130,000 38,069,199

1-인건비

125,852,959

상근인건비 105,970,000 72,000,000 22,600,000 11,370,000

기타인건비

사회보험료 9,918,792 6,480,000 617,760 2,821,032

퇴직급여 8,464,167 6,000,000 2,464,167

명절상여 1,500,000 1,500,000 0

2-운영비

40,384,000

임차료
임차료 14,520,000 12,000,000 2,520,000 0

관리비 3,360,000 3,360,000 0

통신광열비 3,700,000 2,860,000 840,000

수수료 

비용

복합기 2,280,000 1,800,000 480,000

기장료 2,040,000 2,040,000

회계 

프로그램
660,000 660,000

행정

수수료
1,414,000 1,414,000

cms 1,200,000 1,200,000

시설관리비 500,000 500,000

회의비 2,260,000 2,260,000 0

복리후생

비

회식비 1,200,000 1200000 0

명절선물 500,000 500,000

행사비
워크샵 1,900,000 900,000 1,000,000

조합행사 500,000 500,000

홍보비

SNS 광고 2,700,000 1,580,000 1,120,000 0

우편요금 500,000 500,000 0

1. 2020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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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셔 550,000 550,000 0

온라인

소식지
600,000 600,000 0

기타 150,000 150,000

기타 

사무비

소모품 1,200,000 1,200,000

교통비 300,000 300,000

회비 480000 480,000

세금과 공과금 100000 100,000

3-사업비 75,326,800 0

1. 

학교밖청

소년 

사업

1) 

길찾기

학교

카페청년 0

아무거나 5,000,000 5,000,000 0

사회복지 10,000,000 10,000,000 0

모터스 7,200,000 7,200,000 0

3) 학생 급식비

(학교밖배움터)
18,076,800 18,076,800 0

2. 청년맞춤제작소 10,850,000 3,000,000 7,850,000

3.청년활

동지원

a. 글쓰기 10,000,000 10,000,000 0

b. 영상 5,000,000 5,000,000 0

참여자 식비 1,200,000 1,200,000

4. 카페 카페 장비 설치비 5,000,000 5,000,000 0

5. 연구 길찾기 보고서 3,000,000 3,000,000 0

4-예비비 1,000,000 1,000,000

2. 주요 사항 2020년 예산(안)

  1. 보수적 예산 편성: 수입액을 2019년 수준으로 편성

  ☞ 통상 기부금액이 해마다 5 ~ 10% 가량 증가해왔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를 감안하여 2019년 수입

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수입금액 편성

  2. 청년맞춤제작소 운영예산

  청년재단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예산 부족으로 자부담 예산 편성

  3. 기타

  청년 프로그램 식비, 조합홍보물 제작비, 카페 시설비 등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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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 

일하는학교 세부 사업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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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찾기학교 

(학교밖청소년 배움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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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3기 하반기 14기

프로그램명 카페청년 1
요리팀 소꿉

(신설)

카페 랩

(신설)
카페청년2 쫌착한녀석들

청년모터스

(시범)

참여 인원 8명 10명 5명 4명 9명 3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진로탐색
역량강화/
마을활동

바리스
타 
심화교
육

* 상반기 길찾기학교
-바리스타
-요리
-고물공작소(목공/수공)

* 하반기 길찾기학교
-바리스타
-사회복지
-아동복지

인턴십

팀 명 프로그램 목표 비고

상반기
13기

카페청년 1

-15주 활동(주2회 오후2-5시 활동)
-커피/바리스타교육 10회
-카페탐방/전문가 인터뷰 3회
-디저트실습 5회
-마을활동교육 3회 / -자기탐색활동 3회

-재미있는 활동으로 
진로 동기화
-카페진로 이행

요리팀 소꿉

-분당요리제과제빵학원 18회
-맛집탐방 6회
-원테이 특별수업 3회
-자기탐색 4회 / -마을활동교육 4회
- 마을활동 (경로당,꽃신, 청소년일시쉼터)

-재미있는 활동으로 
진로 동기화
-요리진로 이행

시범

■ 2019년 사업추진일정

■ 사업결과
  1) 참여 현황

 

  2)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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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3명

중도이탈
5명(생계, 기관이전, 심리적문제, 

잠수, 잠수)

인 턴 십 3명

취    업 1명

진학 등 2명(대학교)

- 카페청년 1

수료 6명

중도이탈
4명 (1명 카페팀으로/1명 

생계형 알바)

인 턴 십 4명

취    업 X

진학 등 X

- 요리팀 소꿉

수료 2명

중도이탈 3명(우울, 생계, 생계)

인 턴 십 1명

취    업 2명

진학 등 X

- 카페랩

수료 3명

중도이탈 1명(체력부담)

인 턴 십 1명

취    업 1명

진학 등 X

- 카페청년 2

수료 3명

중도이탈 4명

- 쫌착한녀석들

수료 1명

중도이탈 2명(가정사정, 잠수)

- 청년모터스

하반기
14기

카페랩

-27주 활동(주1회, 오후7-9시 활동)
-커피/바리스타교육 17회
-카페탐방/전문가 인터뷰 4회
-디저트실습 3회 / -브랜드 개발 교육 3회
-카페활동(자신의 카페를 기획/실행)11회

-심화교육 및 활동
을 통한 진로 결정

신설

카페청년 2

-11주 활동(매주3일 오후2-5시 활동
-커피/바리스타교육 20회
-카페탐방/전문가 인터뷰 2회
-디저트실습 5회
-가치교육 2회 / -자기탐색활동 3회

-재미있는 활동으로 
진로 동기화
-카페진로 이행

쫌착한녀석들

-사회복지 기초교육 및 탐방 10회
-견학 2회
-마을활동교육 4회
-자격증취득 레크리에이션 12회
-마을활동 1회 성남시청

-의미있고 가치있는 
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진로동기화
-사회복지 분야로의 
진로 이행

청년모터스

-9주 활동(매주3일 오후2-5시 활동)
-자동차 교육 14회
-탐방 1회 : 오토살롱
-가치교육 2회 / -자기탐색활동 3회

-자동차분야 맛보기 
활동을 통한 진로 
동기화

시범

3) 참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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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턴 십 2명

취    업 X

진학 등 3명

인 턴 십 X

취    업 X
진학 등 X

구분 기관 및 사업체 강사 / 사업주

기관

및 

사업체

신구대학교 사회복지이론 박서영교수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정보센터 사회복지 정책 김미정 사무국장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노인 생애체험, 치매체험

성남고운누리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성실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장다교 센터장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조은지

도담양지동지역아동센터 정경미 센터장

도담센터 아동성범죄 문은종

소담시루 박봉수 대표

현대수산

퍼스트바리스타학원

분당요리제과제빵학원 한성만 원장

일바리스타 변제섭 대표

마이스토(랩핑) 송성호 대표

노바웍스(언더코팅) 김종호 대표

오일뱅크플러스(정비) 한성우 대표

DC 타이어 김남진 실장

쉐보레 수정점 김준희 차장

오토폴리쉬 윤성륭 대표

아우토아티스트 박성환 대표

■ 네트워크: 길찾기학교 프로그램 네트워크(강사, 인턴십 사업주)

■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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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청년맞춤제작소 / 모란센터)

참여자 인턴십 기관 기간 진로 맵

이ㅇ원 밥플러스 협동조합 2019.9.1.- 2019.12.31 요리분야

전ㅇ주 카페온더테이블 2019.8.1.- 2019.8.31 캘리그라피 

송ㅇ진 킹스턴커피 2019.9.1. - 2019.12.31 바리스타

정ㅇ연 커피다락방 2019.12.26. - 2020.1.31 바리스타

천ㅇ빈 킹스턴커피 2019.10.1. - 2020.1.31 바리스타

김ㅇ진 킹스턴커피 2019.10.1. - 현재
바리스타

/ 킹스턴 취업예정

전ㅇ빈 킹스턴커피 2019.10.1. - 2019.12.31 대입공부준비

동ㅇ준 일하는학교 2019.10.1. - 2019.12.31
일러스트
/웹디자인 

임ㅇ린 중원지영청소년센터 2019.12.23. - 2020.1.31 사회복지분야

전ㅇ우 장애인 자활센터 2019.12.23. - 2020.1.31 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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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배경 (2019년 사업추진방향)
☞ 기존 ‘청소년사업’에서 분화된, ‘청년사업’의 본격적·독립적 추진

  일하는학교 초창기에는 찾아오는 학생·청년들이 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사
업·지원금’의 틀 안에서 기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했음. 주로 진로탐색·진로경험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만으로도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었음.
  하지만, 일하는학교를 찾아오는 학생·청년들의 연령대가 넓어지고 희망하는 지원범위도 기존의 진로경
험에서 ‘취업’, ‘주거’, ‘채무지원’ 등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음.

- ‘사업대상’ 청년범위확대: 만24세(후기청소년)를 넘어선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범위확대
- ‘사업내용’ 변화·확대: 20대 후반 청년의 필요·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 취업/이직/주거 지원 등
- 사업체계·행정분리: 기존 ‘학교밖청소년 보조금사업’ 틀 안에 섞여 진행되어온 청년사업을 분화·분리하
여 독립적인 ‘청년’ 사업단위·독립적인 재정으로 추진

학교밖배움터
(기존 신흥동 ‘일하는학교’)

청년맞춤제작소
(신규 공간, 모란센터)

주요 대상 20세 - 25세 
(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

25세 - 34세 
(취업희망청년, 비진학/니트청년)

1. 기존 일하는학교 공간(신흥센터)과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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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프로그램

1. 길찾기학교
- 진로체험, 경험 쌓기

- 진로 자신감, 확신감 높이기

2. 20대 검정고시

1. 취업지원

2. 자립·복지지원
주거, 채무

주요 역할 진로활동 시작점, 계기 마련
구체적 결과물, 취업 진입

경제활동 시작

◯ 사업개요
1) 사업명: 청년맞춤형지원사업

2) 사업 목적

-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취업지원사업이 안고 있는 ‘형식화’, ‘정형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 빈곤·저학력 사각지대청년들의 특수한 상황과 진로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 개인별 맞춤형 진로·취업·자립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주요 내용

- 연간 청년 30명을 모집하여, 1년간 진로탐색과 취업진입, 취업안착 지원

- 지원내용: 진로설정 및 취업지원 상담,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1인 200만원 

이내), 삶의질 지원(월 식비지원 20만원, 심리상담비 지원 등), 일자리진입과 자립기반형성에 필요한 

상담·교육·정보제공 등을 개개인 특성과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지원

-

- 재원: 청년재단 ( 연간 사업비 1억 2000만원 / 공간임대료 별도지원)

4) 사업방법

- 위탁기관: 재단법인 청년재단

- 운영기관: 성남이로운재단(대표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운영기관) 컨소시엄

- 사업기간: 2019. 7 - 2020. 12 ( 2020년 사업평가 후 2021년 사업연장 결정 )

- 사업예산: (간접사업비) 2019년 52,906,362원, 2020년 90,000,000원

(직접사업비) 청년참여자 1인당 2,400,000원, 연간 최대(30명) 72,000,000원

(기타) 공간 설치비 및 보증금, 임차료 지원 (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차료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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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책 역할 비고
1 이정현 센터장 사업총괄 성남이로운재단

근로계약2 임경의 상담사 취업그룹 상담 및 지원
3 이근우 상담사 진로탐색그룹 상담 및 지원

분류 회차 내용 비고

진로

동기화

자기탐색A

2019.11

4

관계형성 및 자기탐색

소속감 형성 및 동기부여

생각과 경험의 표현 및 정리

가치관 지도 만들기를 통한 동기부여

자기탐색B
4 관계형성 및 소속감 증진

◯ 사업추진현황

1) 공간설치: 

- 설치완료: 2019년 8월

- 개소식: 2019. 10. 17, 오프닝파티 2019. 12. 5

2) 프로그램 참여자모집 및 진행

- 1기(2019.11- 2020.10): 총 24명 = 개별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중

- 2기(2020.2 - 20201.1): 모집 중

3) 사업팀 구성

◯ 프로그램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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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자기이해 및 개방

경험분석 및 강점탐색

삶의 변화 및 동기부여

그룹별 

활동

진로학교

2019.11-12

6

라포형성 및 욕구탐색

자기효능감 증진 및 자기특성 이해

MBTI와 성격의 장점 찾기 

나의 흥미분야 찾기

직업정보 및 직업 탐색하기

목표설정과 커리어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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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쿨

2019.11-12

6

및 취업전략수립

직무역량 및 진로선택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이해/효과적인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기술전략 수립

나를 뽑아야 하는 LOGIC 만들기

나의 브랜드 구축(퍼스널브랜딩)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2019.12

5

사회복지사, 디자이너, 환경

영상제작자, 웹개발자
비영리프로그래머, 여행사대표, 사회적기업
도서관 사서

합창단 단장

인턴십

2020.1
42 관심 직업장에서 단기 일경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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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원항목 연계기관 세부 내역
지원 
인원

복지

긴급생활
지원 성남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수령 3명

애로사항 청년재단 생활자금수령 1명
청년재단 법률상담요청 1명

채무 사랑의119 채무변제방법 및 상담연계 지원 3명

의료 성남시 
의료원 전문의와의 의학상식 프로그램 진행 5명

직업
훈련

타기관훈련
연계 SK뉴스쿨 보안,마케팅,조리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사업설명회 참석 6명

훈련 고용노동청 내일배움카드발급완료 7명

구직
활동

청년일자리 성남시 청년인턴쉽(4시간,8시간근로)지원서 작성지원 6명

공공일자리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지원 3명

일반취업처 워크넷 주방,바리스타,사무보조,경리사무원, 음원제작등의 희망
취업처 알선 8명

3. 청년 문화학교 / 청년활동

2) 개인별 지원: 복지, 직업훈련, 취업활동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정기총회

- 51 -

회차 일시 주제/내용 인원 비고
1 7/5 ~ 8/2 글쓰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 6명 외부강사

2 8/8 ~ 9/19 잡지 제작 전문 강사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 10명 외부강사

3 9/26 ~ 12/5 글쓰기 활동 및 잡지 제작 6명 잡지 제작 회의

4 12/13 ~ 
20. 2/6 글쓰기와 비평 및 잡지 회의를 진행 6명 요일 변경

(목) → (금)

1. 글다방 (글쓰기모임)

1.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2) 일시, 장소: 일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　일하는 학교

3) 주요내용

- 매주 금요일 저녁. 글을 쓰고 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 문집 만들기

- 총??회 운영. 참여인원 10명

2. 세부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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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20 경기 비정규직 행사 참여 5명 외부 홍보

2. 청년영상학교

3. 성과(좋았던 점 긍정적인): 2019년 글다방 성과

 - 새로운 참여자의 증가

 - 비진학 청년외의 모든 유형의 청년들의 유입이 늘었음

 - 글다방을 통해 사회성이 낮은 참여자들의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줌

 - 힘들고 지친 청년 참여자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을 형성

 

 - 글쓰고 글에 대해 얘기하는 글 중심의 모임. 주제가 있고, 공통된 관심사로 참여자들간의 결속력을 늘리

는 효과가 있음. 또한 글에 대해 어려움과 거부감을 느끼던 청년도 기존 모임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참여

하는 효과가 있었음

 - 경기도 비정규직 희망 찾기 한마당에 참여해 타 동아리들과 교류 및 글다방 홍보에 도움이 되었음

 - 잡지 제작 과정 중 외부 강사 초빙으로 참여자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4. 평가 의견

- 온라인 프로그램별 평가(설문) 진행 중

◯ 사업목적

영상활동을 통한 성취와 존중의 기회 얻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동력얻기

  · 사회적고립-빈곤노동-생계형알바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자존감을 잃어가는 ‘비진학-일하는청년’들

이 영화만들기라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 영화만들기는 ‘자기경험 기술’과 ‘자기성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 자기 경험에 기반한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와 존중경험의 기회를 얻고, 무의미하게 

반복된다고 느끼는 현재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길찾기를 위한 동력을 얻어가게 될 것이다.

◯ 진행결과: 교육 및 실습 19회. 상영회 1회, 참여자 평가회의 2회, 전문가회의 2회

교육주제 교육주제 교육주제 교육주제

１ 단편영화 만들기 오리엔테이션 ６ 화면구성하기 11 촬영 16  추가촬영

２ 사진으로 스토리 구성하기 7 프리프로덕션 12 촬영 17 편집, 포스터촬영

３ 소재 발굴하기(1) 8 연 기 13 편집 / 회의 18 편집, 포스터촬영

４ 소재 발굴하기(2) 9 촬영 14 촬영 19 기술시사

５ 소재 발굴하기(3) 10 연 기 15 편집, 추가촬영 20 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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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꺄르르 놀이터

◯ 성과

- 2019년 12월 5일(목) 퇴근후 영상학교 스마트폰 영화 시사회 1회

- 4편 단편영상 제작, (시나리오, 촬영, 포스터)

◯ 평가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아닌, 전문 배우가 아닌, 전문 감독이 아닌. 참여자들이 시나리오 창작, 촬영, 연기, 

편집, 포스터 작업, 등을 참여자들 스스로가 할 수 있었다.

단지 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4편의 영상이 탄생하였고, 4편의 영

상은  감독이 다를 뿐, 모두의 작품이 되었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주제를 잡았고, 코믹, 공포, 멜로,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전 영상모임의 영상 주제와는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참여자의 주된 관심사

가 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모든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사랑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전 모임에 비해 사회에 전달하는 의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참여자가 흥미를 갖는 장르를 통해 재미가 

더해질 수 있었다 생각한다. 또한 스마트폰은 개인이 소장한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촬영에 필요한 고가의 

촬영카메라를 대여하지 않아 기자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퇴근 후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다음날 일정이 있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것에 부담

을 느끼는 참여자들이 몇몇 있었다.

활동이 끝난 후 친목을 위해 활동외의 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부담감이 되었다.

개인당 1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갖고 활동을 했으며, 모든 참여자가 긴 영상의 1작품을 만

든다면 참여자간의 소통과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꺄르르놀이터 청년단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보육, 사회복지 진로를 시작하고 현재 활발하
게 각자의 진로를 가고 있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놀이터 활동단입니다. 꺄놀단은 놀이터가 누구나 
재밌고 안전하게 놀고 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놀
이터에서 ‘같이 놀기’를 시작했으며 그 활동을 더욱 더 활발히 하고자 2019년에는 일하는학교 근
처 샛고개 놀이터에서 매월 2회(격주 토요일 오후) 놀이터를 열었으며, 다양한 놀이 방법을 연구하
고 기획하기 위해 매월 1회 레크리에이션 교육과정도 함께 했습니다. 
  
  샛고개놀이터는, 
  일하는학교 근처에 있는 아주 작고 오래된 놀이터입니다. 저희가 일하는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했
을 때 그 놀이터를 늘 지나다녔습니다. 익숙하게 지나다니긴 했으나 잘 몰랐던 공간인데, 우연히 
놀이터 활동을 1회 진행하게 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샛고개 놀이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놀이
터가 아니며, 가끔 험한 사건들도 발생하며, 다문화 아이들도 제법 있으며,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
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동네 놀이터라는 것라는 것을.  그래서 2019년에는 이 샛고개 놀이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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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놀기 함께 놀기

여름 물총놀이터 한글날 놀이터

내용 참여인원 참가비

1월 
- 캘리그라피 교실 5회 진행 2~5명 무료

- 친절한 땡땡씨 청년 참여자 1명 증가

2월
- 캘리그라피 교실 3회 진행

2~5명 무료
- 캘리그라피 책갈피/액자 제작

3월 - 원데이 클래스 시범운영  (핸드드립/캘리그라피/천연비누) 4명 무료

친절한 땡땡씨 

4. 친절한 땡땡씨

  활동내용은, 매월 격주 토요일 (월 2회) 오후 놀이저 진행. 평균 25-30명 참여.

- 활동 및 사업목적

 : 많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를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활동으로 만들어주는 원데이 클래스를 많
이 찾고 있다. 종류와 재료에 따라 3만원에서 8만 원 정도로 평균 5만원 내외에 수업비용이 든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하거나 사회초년생 등 학교밖청소년 및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는 부담감을 준다.
 친절한 땡땡씨는 학교밖/비진학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밖에 착한 가격의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모든 참여자들에게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자 한다. 
 또한, 수공예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아 함께 전문가의 교육 및 박람회 탐방 등을 경험해봄으로써 진로탐
색에도 도움이 된다. 

- 진행 결과(내용)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정기총회

- 55 -

4월 - 드림캐처 프로그램 2회 진행 8명 유료 

5월
-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2회 진행 6명

유/무료
- 프랑스 자수 프로그램 1회 진행 4명

6월

-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1회 진행 10명 유료

- 드림캐처 프로그램 2회 진행 14명 유료

- 검정고시 대상자 프로그램 2회 진행 4명 무료

- 체험활동 부스 2회 진행 유/무료

7월 - 친절한 땡땡씨 청년 참여자 1명 증가

8월

- 매듭팔찌 프로그램 개설

- 드림캐처 프로그램 1회 진행 5명 무료

- 매듭팔찌 프로그램 2회 진행 7명 무료

- 검정고시 대상자 프로그램 1회 진행 4명 무료

9월 - 검정고시 대상자 프로그램 1회 진행 5명 무료

10월 ~
 11월

- 한국가스공사 프로그램 4회 진행 (커피) 유료

-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2회 진행
  (드림캐처/캘리그라피&프랑스자수)

12명 유료

- 외부기관 케이터링 2회 운영

- 아웃리치 체험부스 1회 운영

-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1회 진행 4명 유료

- 커피 프로그램 1회 진행 4명 유료

12월 - 모란센터 참여자 프로그램 2회 진행 7명 무료

4. 카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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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카페(수내동 카페온더테이블) 사업결과

1) 2019년 운영 결과

- “2019 KB국민은행 지원사업 [지역사회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 사업내용: ① ‘시그니처랩’ 메뉴개발실습 프로젝트 ② 배달판매 시범사업(포장기구 구입) 

- 지원액: 10,000,000원

2) 수내동 매장(온더테이블) 운영 중단 (2019. 8. 15)

3) 카페 브랜드 개발

- 사업내용: 카페 네이밍(상호개발), CI 및 포장재 등 패키지 디자인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 지원액: 8,910,000원 )

- 네이밍 작업 진행중 (사업기간: ~ 2019년 12월 15일)

4) 관련 사업 현황

- 케이터링 사업: 판교생태학습원 CSR포럼 ( 2019. 11. 19, 계약액 2,000,000원), 성남산업단지관

리공단(2019. 11. 21)

- 1day클래스: 한국가스공사 (매주 금요일 12:00- 13:00 / 담당 이충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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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기 카페사업(2016. 10 - 2019. 8) 사업 결과

1) 매출 및 손익결과
- 총 매출 188,349,346원

- 조합 부담액(손실부담): 19,224,649원

- 외부 지원액(지정기부 등): 21,130,000원

2. 성과
(1) 일자리 제공

- 총 4명의 일자리 제공 성과가 있었다. 모두 20대 청(소)년 이었으며, 카페 홍보/바리스타 업무를 하였다. 

경영악화로 일자리 제공을 지속하지 못한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 일경험

- 청소년 : 16-24세, 18명의 청소년이 카페온에서 일경험-인턴십을 진행함. 짧게는 하루 길게는 4개월 진

행하였다. 이 중 카페/바리스타 분야로 취업을 한 사람은 2명이다(커피빈, 야탑 사내카페). 

일경험-인턴십은 일정기간동안 청소년들이 카페에 출근해 카페 업무를 하는 것이다. 단순 일경

험이 아닌 인턴십은 일한 시간만큼 비용이 지급되는 실제 직업 체험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카페/바리스타 분야 취업 성과가 나타난 만큼 이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탐색의 의미가 

있었다.

- 성인 : 총 7명의 성인들이 일경험-인턴십을 진행하였다. 성인들의 일경험은 전부 기관의 의뢰를 통해 진

행하였는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고운누리에서 4명, 판교노인복지관 3명이 각각 활동에 참여하

였다. 취약계층들의 사회진출 디딤돌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카페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3) 연결

[단체/기업과 연결]

- 카페를 지역의 비영리·사회복지 단체/기업에 대관하여 다양한 활동을 공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지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정기총회

- 58 -

원했다. 공간제공 및 PC/빔프로젝터/파티션 등 다양한 활동 보조물품을 지원했다. 

- 그 결과로 12개의 단체/기업과 관계를 맺었고, 환경/학습/취미/공익 등 다양한 주제의 활동이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사람과 연결]

- 카페를 통해 일하는학교와 연을 맺게 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가입 2명(권중현, 이강범)
후원자 가입 4명(김애숙, 김동원, 김준, 김정남)
펀딩 참여

(4) 기타 활동 내용

➀ 원데이클래스

- 카페의 문화활동 활성화,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활동. 캘리그라피, 핸드드립, 프랑스 자수 등 다양한 주

제의 활동 진행. 친절한땡땡씨 그룹이 활동을 진행.

➁ 일하는학교 활동

[청(소)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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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되고자 청(소)년 모임 장소제공, 음료 할인을 제공.

번호 활동명 활동내용 비고
1 청년상상랩 상상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실천방안 기획/실행 조합원(박용) 주도 모임
2 잡수다데이 직업인들을 만나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사람책 활동
3 영상팀 촬영/회의/영상상영회
4 글다방 잡지 출판 기념회
5 사진수업 강의/실습/사진전 기획
6 길찾기학교 카페/바리스타 길찾기학교 수업/활동 장소

[조합 활동]
- 총회(2017,2018,2019), 이사회, 운영위원회, 조합원 카페데이, 학습모임, 조합원 교육,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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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카페 펀딩

- 카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총 49명 참여. 208만원 모금.

➃ 주민신협 1층 카페 지원
- 2018. 11. 28 ->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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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찾는 20대를 위한 청년진로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Tel |   031-753-6584

Fax |   031-747-6584

Email |   socialcoop@youthwork.kr

Homepage |   www.youthwork.kr

Facebook |   www.facebook.com/kkoon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