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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적경제조직 일자리 발굴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87%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살맛 나는 군민 행복

◈ 공약이행 확인지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건수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현황: 42개소((예비)사회적기업 2, (예비)마을기업 9, 협동조합 31)

   ‣ 재정지원: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사업

 ❍ 추진전략

   ‣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를 통한 인식제고로 사회적경제 진입 수요확대 및 신규 

기업 발굴 

   ‣ 사회적경제 나눔장터(팜모스마켓)의 정기적인 개최와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등

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추진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재정지원(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 (실적) 예비마을기업 3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발굴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231 1,231 640 209.4 193 189.3

국비 296 296 135 40.8 41.4 78.8

도비 158 158 44 60 32 22.6

군비 777 777 461 108.6 119.6 87.9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건)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건수

계획① 24 6 6 6 6

실적② 21 8 11 2

달성률②÷① 87% 133% 183% 33%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실적

   ‣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1개소 재정지원

   ‣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총 8회 개최

 ❍ 2019년 실적

   ‣ (예비)마을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협동조합 5개소 발굴 

   ‣ 사회적기업 1개소 재정지원

   ‣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기초·심화·청소년과정), 여성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 

공직자 사회적경제의 이해 교육 완료

   ‣ 사회적경제 나눔장터(팜모스마켓) 4회 개최 

 ❍ 2020년 실적

   ‣ (예비)마을기업 4개소, 협동조합 7개소 발굴 및 사업비 지원

   ‣ 소규모 사회적경제 나눔장터(팜모스마켓) 6회 개최(코로나19로 인한 규모 축소) 

   ‣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기초·심화과정) 46명 수료

 ❍ 2021년 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6개소 발굴 및 사업비 지원

   ‣ 사회적경제 나눔장터(팜모스마켓) 4회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 48명 수료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중앙부처․경기도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