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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298호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자 모집 공고(2차)

  서울시에서는 인생전환기 청년들의 주체적인 진로 탐색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2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400명(라이프 200명, 커리어 120명, 리더십 80명)
□ 공고기간 : 2022. 8. 8.(월) 09:00 ~ 8. 24.(수) 18:00

□ 신청기간 : 2022. 8. 10.(수) 09:00 ~ 8. 24.(수) 18:00

□ 신청자격 :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19~39세 청년

   - (서울시 생활권) 서울시가 거주지, 대학 또는 직장 소재지인 경우

   - (연령) 2022년 기준 만 19~39세 (1982. 1. 1.~2003. 12. 31. 출생)
   - (참여제한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등 타 사업 중복참여 제한 없음

2019~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참여자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청년인생설계학교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소 : https://youthschool.olly.kr)

□ 운영내용 : 청년의 자아 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9월반) 2022. 9. 5.(월) ~ 10. 8.(토) 내 4주 과정 프로그램

   - (10월반) 2022. 10. 4.(화) ~ 11. 5.(토) 내 4주 과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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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 개요

□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공통 운영 개요

 ㅇ 서울시 청년 공간(청년센터 오랑, 무중력지대,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4주차 커리큘럼을 오프라인으로 진행

 ㅇ 청년 참여자 자신의 진로설정 단계와 고민 유형에 따라 코스 선택
 ㅇ 지역별 참여 가능한 요일/시간의 1개 반 선택하여 신청(선정 후 신청 반 변경 불가)

청년 유형 진로 첫 설정 청년 진로 재설정 청년
일 경험 유무 일 경험 없음 일 경험 있음
시기/소속 대학생 또는 무업 상태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또는 퇴사 후 이직 준비생  
참여 동기 흥미/적성/진로/자아 탐색 업무/관계 적응 및 진로 고민 리더십 및 전문 역량의 향상

주요 내용 
- 자신의 강점/적성을 찾고 

진로 및 인생 설계를 희망
- 맹목적인 구직 활동 지양

- 이직 등 진로를 다시 고민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필요

- 업무/관계 역량 향상 욕구
- 팀원에서 중간 관리자로

나아가는 시기의 역량 개발 욕구
- 커리어 능력의 고도화, 성장

▼

“가 장  나 다운  성 장 ”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코스명 나를 찾는 시작
: 라이프 코스

더 나은 일과 삶
: 커리어 코스

넓게 성장하는 리더
: 리더십 코스

대상 아직 일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대학생

2년 이하 일 경험을 가진 
사회초년생/이직준비생

3년 이상 일 경험을 가진
직장인/중간관리자

개설 반 매월 20명 * 5개 반 매월 20명 * 3개 반 매월 20명 * 2개 반

연간 총인원 500명 300명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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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9월반 프로그램 운영 일정

9월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차

5 6 7 8 9(추석연휴)   10(추석)

커리어(광진) 
19-21시

라이프(동대문) 
15-17시

라이프(용산)
15-17시

리더십(성북)
19-21시

라이프(강북)
19-21시커리어(양천)

19-21시 커리어(영등포)
19-21시

2주 차

12(대체공휴일) 13 14 15 16 17

커리어(광진)
19-21시

*광진 오랑 
휴관

라이프(동대문)
15-17시

라이프(용산)
15-17시

리더십(성북)
19-21시

라이프(용산)
15-17시
(1주 차)

라이프(동작)
10-12시
(1주 차)라이프(강북)

19-21시
리더십(서초)

13-15시
(1주 차)

커리어(양천)
19-21시

커리어(영등포)
19-21시 

**무중력지대 
영등포 휴관

3주 차

19 20 21 22 23 24

커리어(광진)
19-21시

라이프(동대문)
15-17시

라이프(용산)
15-17시

리더십(성북)
19-21시

라이프(용산)
15-17시
(2주 차)

라이프(동작)
10-12시
(2주 차)라이프(강북)

19-21시커리어(양천)
19-21시

리더십(서초)
13-15시
(2주 차)

커리어(영등포)
19-21시

4주 차

26 27 28 29 30 10/1

커리어(광진)
19-21시

라이프(동대문)
15-17시

라이프(용산)
15-17시

리더십(성북)
19-21시

라이프(용산)
15-17시
(3주 차)

라이프(동작)
10-12시
(3주 차)라이프(강북)

19-21시
리더십(서초)

13-15시
(3주 차)

커리어(양천)
19-21시

커리어(영등포)
19-21시 

**무중력지대 
영등포 휴관

10/7 10/8

라이프(용산)
15-17시

라이프(동작)
10-12시

리더십(서초)
13-15시

* 9/12(월) 대체공휴일 : 광진 오랑 휴관으로 인해 광진구 내 인근 장소에서 진행 예정 
** 9/14(수), 9/28(수) : 무중력지대 영등포 휴관으로 인해 영등포구 내 인근 장소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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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10월반 프로그램 운영 일정

10월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차

    3(개천절) 4 5 6 7 8
라이프(동대문)

15-17시
라이프(용산)

15-17시
리더십(성북)

19-21시
9월 프로그램
4주 차 진행

라이프(강북)
19-21시커리어(양천)

19-21시 커리어(영등포)
19-21시

2주 차

10(대체공휴일) 11 12 13 14 15
커리어(광진)

19-21시
(1주 차)*광진 오랑 
휴관

라이프(동대문)
15-17시

라이프(용산)
15-17시

리더십(성북)
19-21시

라이프(용산)
15-17시
(1주 차)

라이프(동작)
10-12시
(1주 차)라이프(강북)

19-21시커리어(양천)
19-21시

리더십(서초)
13-15시
(1주 차)

커리어(영등포)
19-21시

3주 차

17 18 19 20 21 22

커리어(광진)
19-21시
(2주 차)

라이프(동대문)
15-17시

라이프(용산)
15-17시

리더십(성북)
19-21시

라이프(용산)
15-17시
(2주 차)

라이프(동작)
10-12시
(2주 차)라이프(강북)

19-21시커리어(양천)
19-21시

리더십(서초)
13-15시
(2주 차)

커리어(영등포)
19-21시

4주 차

24 25 26 27 28 29

커리어(광진)
19-21시
(3주 차)

라이프(동대문)
15-17시

라이프(용산)
15-17시

리더십(성북)
19-21시

라이프(용산)
15-17시
(3주 차)

라이프(동작)
10-12시
(3주 차)라이프(강북)

19-21시커리어(양천)
19-21시

리더십(서초)
13-15시
(3주 차)

커리어(영등포)
19-21시

31 11/4 11/5

커리어(광진)
19-21시

라이프(용산)
15-17시

라이프(동작)
10-12시

리더십(서초)
13-15시

* 10/10(월) 대체공휴일 : 광진 오랑 휴관으로 인해 광진구 내 인근 장소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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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월반) 나를 찾는 시작 : 라이프 코스

 ㅇ 운영 개요 : 삶과 일의 첫 설계를 시작한 청년을 위한 강점발견 코스
 ㅇ 운영 방법 : 코칭/상담 전문가의 소강의 + 1:1 및 그룹 대화 형태로 진행
 ㅇ 지원 내용 : 갤럽 강점 진단을 활용한 흥미/강점발견과 자존감 형성 코칭  
   - 4주차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

주차 주제 내용
1주차 강점 발견 워크숍 (1) 강점 이해와 분석 방법
2주차 강점 발견 워크숍 (2) 갤럽 진단을 통한 강점 발견과 1:1 분석 코칭
3주차 자존감 형성 워크숍 그룹 코칭을 통한 자존감과 회복탄력성
4주차 라이프 멘토링 세대별 멘토와의 라이프 인사이트 촉진

 ㅇ 운영 장소 및 일정

장소
동대문(청년센터 오랑) 용산(청년활동지원센터) 강북(청년센터 오랑) 용산(청년활동지원센터) 대방동(무중력지대)
동대문구 왕산로 210 용산구원효로97길 15 강북구노해로23길 123 용산구원효로97길 15 동작구등용로 79-1

요일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
9월반일자 9/6, 13, 20, 27 9/7, 14, 21, 28 9/7, 14, 21, 28 9/16, 23, 30, 10/7 9/17, 24, 10/1, 8
10월반일자 10/4, 11, 18, 25 10/5, 12, 19, 26 10/5, 12, 19, 26 10/14, 21, 28, 11/4 10/15, 22, 29, 11/5

시간 15:00~17:00 15:00~17:00 19:00~21:00 15:00~17:00 10:00~12:00
정원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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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월반) 더 나은 일과 삶 : 커리어 코스

 ㅇ 운영 개요 : 나에게 맞는 일과 조화로운 삶을 찾는 청년을 위한 커리어 설계 코스
 ㅇ 운영 방법 : 버크만코리아 전속 강사진의 소강의 + 그룹 대화 형태로 진행
 ㅇ 지원 내용 : 버크만 진단을 활용한 개별 욕구/행동/관계 분석 및 커리어 목표 설정
   - 4주차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

주차 주제 내용
1주차 나의 욕구와 스트레스 버크만으로 보는 개인 성향 진단
2주차 행동유형과 커리어 목표 나의 행동유형과 커리어 목표 분석
3주차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나에게 맞는 조직/관계/업무환경
4주차 동기 부여와 가치관 나만의 동기부여방식과 업무 스타일

 ㅇ 운영 장소 및 일정

장소
광진 (청년센터 오랑) 양천 (무중력지대) 영등포 (무중력지대)

광진구 능동로 245 양천구 오목로 359 영등포구 당산로 235

요일 매주 월요일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9월반일자 9/5, 12, 19, 26 9/6, 13, 20, 27 9/7, 14, 21, 28
10월반일자 10/10, 17, 24, 31 10/4, 11, 18, 25 10/5, 12, 19, 26

시간 19:00~21:00 19:00~21:00 19:00~21:00

정원 20명 20명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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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월반) 넓게 성장하는 리더 : 리더십 코스

 ㅇ 운영 개요 : 중간관리자로서 건강한 팀을 꾸리고 싶은 청년을 위한 리더십 강화 코스 
 ㅇ 운영 방법 : 데일카네기코리아 전속 강사진의 소강의 + 참여자 실습 형태로 진행
 ㅇ 지원 내용 : 데일 카네기 코스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리더십 역량 강화
   - 4주차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

주차 주제 내용
1주차 성공의 기초: 리더십 개발 자기 계발과 리더십
2주차 인간관계와 신뢰 데일 카네기의 관계 증진 원칙과 적용
3주차 커뮤니케이션 역량 의견의 설득력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4주차 갈등관리와 팀 빌딩 조직 갈등관리와 동기 부여

 ㅇ 운영 장소 및 일정

장소
성북 (무중력지대) 서초 (청년센터 오랑)

성북구 아리랑로 50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요일 매주 목요일 매주 토요일
9월반일자 9/8, 15, 22, 29 9/17, 24, 10/1, 8
10월반일자 10/6, 13, 20, 27 10/15, 22, 29, 11/5
시간 19:00~21:00 13:00~15:00
정원 20명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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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2. 8. 10.(수) 09:00 ~ 8. 24.(수) 18:00
 ㅇ 방    법 : 청년인생설계학교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소 : https://youthschool.olly.kr)
□ 신청자격 및 모집구분

 ㅇ 공통자격 :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19~39세 청년
   - (서울시 생활권) 서울시가 거주지, 대학 또는 직장 소재지인 경우

   - (연령) 2022년 기준 만 19~39세 (1982. 1. 1.~2003. 12. 31. 출생)
   - (참여제한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등 타 사업 중복참여 제한 없음

2019~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참여자 제한 없음

※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월별/코스별 중복참여는 제한함
 ㅇ 일반선정(50%) : 제출서류 없음
 ㅇ 우선선정(50%) : 아래 11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우선선정 신청자격 > ※ 각 부문별 우선순위 없음, 중복 가점 없음
 - 자원봉사 우수자 : 자원봉사 100시간(2019. 1. 1. 이후 봉사실적) 이상 봉사자 본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가능

 - 3자녀 이상의 가정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자녀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본인 또는 가족

 -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 본인

 - 북한이탈주민 : 본인

 - 청년부상제대군인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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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선정 신청자 제출 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ㅇ 증빙서류 : 신청 마감 시간까지 미제출시 일반선정으로 자동 전환
     ※ 우선선정 신청자격은 증빙서류 발급 가능여부에 따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무효 처리됨을 유의
연번 대상 증빙자료 (발급처: 동 주민센터, 정부24 등)

1 자원봉사 우수자 본인 1365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인증의 정부관리시스템 봉사실적 확인서(2019. 1. 1. 이후 봉사 실적만 인정)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붙임’의 기준 확인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의 증빙자료와 소득기준표 확인

3 3자녀 이상의 가정
 3자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 등본으로 3자녀 확인 가능할 경우 등본만 제출 가능하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자녀가 본인포함 3명 이상 기재되어있어야 함 (자녀 미성년 여부 무관)

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5 다문화가정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자녀  부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7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자활책정통지서(주민센터, 정부2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인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자녀  상기 4개 서류 중 해당 항목 하나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8 등록장애인 본인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9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보호종료확인서(퇴소사실증명서, 종료사실증명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中 택 1

1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11 청년부상제대군인  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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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서류 발급 공통 안내
    - 공고일(2022. 8. 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증빙 시 건강보험료는 공고일 전월(2022년 7월)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모든 서류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체크 또는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으로 가려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발생일/신고일’, ‘교부대상자 외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등의 이름’,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는 ‘포함’으로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일반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비공개’로 체크 

    - 증빙자료 발급처는 동주민센터, 정부24(https://www.gov.kr), 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등이며 기타 개별 서류 발급처는 

상단 표에서 확인

    - 출력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Ⅳ 선정 및 결과 발표

□ 참여자 선정 방법 및 선정자 발표

 ㅇ 선정방법 : ①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② 반별 모집유형(우선/일반)내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

   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신청서 확인 : 검토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통과(Pass)

       ※ 프로그램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로서 무성의한 신청서
(단순 자음 나열, 마침표와 같은 문장부호만 기입 등)는 부적격 처리(Fail)

     - 증빙서류 검토 : 우선 선정 대상자 증빙서류 적격 여부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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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무작위 전산 추첨

      - 1차 : 우선선정 대상자 가운데 추첨하여 우선선정자 순위 명단 확정

(50%, 반별 10순위까지)

※ 반별 우선선정자 순위 명단에서 11~13순위는 참여 포기자를 대비한 예비자 명단
      - 2차 : 우선선정 탈락자와 일반선정 대상자 가운데 추첨하여

일반선정자 순위 명단 확정 (50%, 반별 10순위까지)

※ 반별 일반선정자 순위 명단에서 11~13순위는 참여 포기자를 대비한 예비자 명단

서 류 적 격 심 사 ⇨ 우선선정 대상자
순 위  명 단  추 첨 ⇨ 우선선정자 확정

(50%, 반별 10명) ⇨ 우선선정 탈락자 
및 일반선정 지원자 
순 위 명 단  추 첨 ⇨ 일반선정자 확정

(50%, 반별 10명)

< 선발과정 > 

 
ㅇ 무작위 전산 추첨 : 8. 26.(금) 13:30 예정
     ※ 추첨 시 참관인 3명 배치 예정(참여 신청 시 참관 희망 여부 선택, 선착순)
 
ㅇ 선정자 발표 : 8. 31.(수) 18:00 예정
    - 개별 안내 및 청년인생설계학교 웹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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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유의) 사항

 ㅇ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일 출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울
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ㅇ 분반을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별 선발이 진행되어 선발 
이후 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 드립니다.

 ㅇ 월별 각 코스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는 1개 코스 참여만 
가능합니다. (2022년에 중복 참여 불가능)

 ㅇ 청년인생설계학교 신청 페이지(https://youthschool.olly.kr) FAQ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여 포기를 원하실 경우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사무국
☎ 010-5695-305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사무국) ☎ 010-5695-3056 (문자 메시지 가능)

✉ youthschoolseoul@gmail.com 
    - (서울특별시청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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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증빙자료 및 2022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증빙 시 가구 구성 기준

 ㅇ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함
    - 등본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

    -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구성원은 가구원수에서 제외함

 ㅇ 다만, 신청자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피부양자) 1인 가구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나타난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함(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가구원 수를 산정해 소득기준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별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 여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구분 해당 증빙자료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 주민등록등본

․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양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증빙자료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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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1인 2,334,000*
82,112 36,122

92,187 40,554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128,904 115,883 129,865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165,933 162,458 168,030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202,170 210,639 205,161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238,812 257,289 242,816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274,791 302,469 280,07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306,064 340,666 313,831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345,236 384,055 358,998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375,714 414,625 393,201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415,948 458,199 447,194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함
※ 음영 처리된 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임
※ 혼합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