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총사업비 1,228백만원 사업구분 임기내 계속 추진진도 추진중 70%

□ 최종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110개 창출

□ 사업개요 

세부사업 ‘22년까지 목표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육성 신규 2개소 10개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신규 2개소 20개 일자리
기존 3개소 80개 일자리

지역주민의소득및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조직
희망자 교육실시 15명

사회적경제조직을이끌어갈
리더교육

□ 연차별 추진계획(사업별 확인지표)

사 업 명 ‘18 하반기 ‘19 ‘20 ‘21 ‘22.6 임기후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자원
DB구축, 발굴1

공모 후 선정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희망리더 교육 3명 3명 3명 3명 3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총계 이전

임기내
임기후계 ‘18 ‘19 ‘20 ‘21 ‘22.6

계

계 1,228 300  928 94 133 207 205 289
국비 806 150 656 　 71 87 148 141 209
도비 127 45 82 　 7 14 18 19 24
군비 295 105 190 　 16 32 41 45 56

사회적기업
육성

계 768  768 94 83 177 155 259 

국비 576 576 71 62 133 116 194 

도비 58 58 7 6 13 12 20 

군비 134  134 16 15 31 27 45 

마을기업
육성

계 460 300 160 50 30 50 30 

국비 230 150 80 25 15 25 15 

도비 69 45 24 8 5 8 5 

군비 161 105 56 18 11 18 11 



□ 추진상황

 ○ 2020년까지 실적

- 사회적경제발굴 설명회 87명 참석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1개소(협동조합 화산벌)

- 사회적기업 인증 : 1개소(주식회사 신나는체험학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2개소 49,000천원

- 일자리창출 : 2개소 10명

· 주식회사 신나는체험학교 : 6명 

· 협동조합 화산벌 : 4명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 3개소 9명

· 주식회사 신나는체험학교 : 5명
· 협동조합 화산벌 : 2명

· 화본마을 : 2명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도 상반기까지 2020년도 사업개발비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경북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인구유입 활성화 기반 마련

-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고용의 안정화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추가실적          

구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개소 - - 협동조합 화산벌
  (2018.07.24.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1개소 - - 주식회사 신나는체험학교
  (2020.12.31.인증)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식 20,000천원 - 주식회사 신나는체험학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10명 240,000천원
- 협동조합 화산벌 (4명채용)
-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6명채용)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7명 141,000천원

-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 (5명채용)
- 협동조합 화산벌 (1명채용)
- 삼국유사 화본마을 영농 조합법인
  (1명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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