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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동체 170개 팀과 지역 살리기 나선다 

- 16개 시·도별 일정에 따라 청년 5명 이상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공모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70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청년공동체 291개 팀이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경과(’17~’22년) >

· (’17년) 인구감소지역에 청년들의 정착(이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시범)
· (’18∼’19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멘토링 기반의 컨설팅 지원(’18년 18개팀, ’19년 17개팀)
· (’20년) 멘토링 기반에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계 개편,
성과목표에 따른 과업수행비 지원 및 멘토 컨설팅 지원 병행(16개팀)

· (’21∼‘22년) ’21년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 및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100개팀 선발, ‘22년은 140개팀을 선발하여 다수 청년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청년공동체는 교육, 창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을 

살리고 청년 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해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남 거창군 “잇다”는 의류 수선(리폼)을 

통해 작업복을 제작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이웃과 소통 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2021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울산 청년공동체 “지금 봐 로우(law)”는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며 생활 법률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15개 시·도 

140개 팀에서 올해 16개 시·도 170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 (’22년) 15개 시·도, 140개팀 → (’23년) 16개 시·도, 170개팀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청년공동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 활력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 2023년 사업 참여팀 공모는 1월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되며,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 법인·단체 설립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선발 후 사업비 지급 전까지 설립 필요

 ○ 선발된 청년공동체 팀에는 ▴800만원 상당의 과업 수행비가 지원되며, 

▴전문가 자문, ▴청년공동체간 연결망(네트워크) 형성, ▴온라인홍보 

활동 등도 지원된다. 

 ○ 또한, 최종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 청년공동체 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에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라며 , “청년

공동체 활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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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활동기간 : ’23.3월 ~ 11월 (9개월간)

○ 사업내용 : 팀별 과업수행비(8백만원) 지원, 멘토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주요 활동 홍보 지원, 청년공동체간 교류·협력 지원

○ ’23년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2년

→

’23년

사업규모 140개팀 170개팀

예 산 액
1,400백만원

(국 700백, 지 700백)

1,700백만원

(국 850백, 지 850백)

참여 시·도
15개 시·도

(서울, 인천 미참여)

16개 시·도

(서울 미참여)

□ 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시기 : ’23.1월 중

○ 신청자격 :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 모집·선발 : 부산광역시 등 16개 시·도, 총 170개 팀

※ 지역별 참여팀 모집 규모 및 선발 일정 : 참고2

○ 문의처

지역명 전화번호 지역명 전화번호 지역명 전화번호 지역명 전화번호

행안부 044-205-3424 대전 042-270-0823 충북 043-220-2863 경남 055-211-5084

부산 051-888-7896 울산 052-229-3053 충남 041-635-3986 제주 064-710-8863

대구 053-803-2952 세종 044-300-5034 전북 063-280-3882

인천 032-440-4173 경기 031-8008-3571 전남 061-286-2832

광주 062-613-2714 강원 033-249-4335 경북 054-880-2773



참고2 지역별 참여팀 모집 규모 및 선발 일정(예정)

지역명 모집 규모 신청·접수 합격자 
발표

부산광역시 10 1월 중 2월 중

대구광역시 10 1월 중 2월 중

인천광역시 10 1월 중 2월 중

광주광역시 8 1월 중 2월 중

대전광역시 7 1월 중 2월 중

울산광역시 6 1월 중 2월 중

세종특별자치시 4 1.25. ~ 2.15. 2.28.(예정)

경기도 25 1.9. ~ 1.26. 3월(예정)

강원도 15 1월 중 2월 중

충청북도 6 1월 중 2월 중

충청남도 13 1.9. ~ 1.27. 2.24.(예정)

전라북도 15 1월 중 2월 중

전라남도 10 1.9. ~ 2.3. 2.24.(예정)

경상북도 15 1월 중 2월 중

경상남도 10 1월 중 3월 초

제주특별자치도 6 1.16. ~ 2.10. 2.28.(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참고3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현황(2021.10.19.)

□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9)



참고4 참여팀 모집 홍보 웹포스터



참고5 사업 참여팀 활동 사례(’20∼’22)

공동체 명 활동 성과

< ’22년 최우수 >

“잇다”

(경남 거창군)

리폼을 통해 농가 작업복을 제작하여 배출 쓰레기를 줄이는 등 

청년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웃과 소통

하는 시간을 내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긍정의 에너지 전파

< ’21년 최우수 >

“지금 봐, Law”

(울산)

매월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세미나를 개최하여 약 7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확대에 기여

< ’20년 최우수 >

“홍성에 

청년농부들 왓슈”

(충남 홍성)

농업 관련 기술 전달·컨설팅 등을 통해 무연고 귀농 주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우며, 소규모 지역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 

이주민간 교류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