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약 명 사회적경제 활성화

총사업비 2,138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사업기간 중기

사업주체 자체
사업성격
(사업유형)

기타(계속) 추진부서 지역경제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

 으로 발표됨에 따라 민선 7기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역상생, 사회책임 조달 확대 등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우리구 실태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 그럼에도, 주민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도가 낮아 가치 확산교육과 함께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지속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현황
(2018. 12월말 기준)

 

○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4년 68개소에서 2018년 12월말 148개소로

2배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실제 기업 운영률은 75% 수준이어서

컨설팅, 판로 지원, 투․융자 등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기

업의 운영률 제고 필요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2018. 12월말 기준)

합 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공공구매
직원 교육

사회적경제 특구
학교 교육

캠퍼스타운
연계 교육

631명 61명 51명 500명 19명

구 분 합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운영율 75% 100% 100% 66% 100%

기업수 148개 31개 5개 106개 6개



□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공공시장에서의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및 추진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 마을공동체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체로 전환․육성

○ 사회적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력 추진

○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등

□ 추진방향

○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

○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지원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 세부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시스템 구축

-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층 유입 확대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연계 관내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도시재생, 신재생 에너지 등 유망 분야의 사회적경제 인재 성장 지원

- 주민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 추진

- 지방정부협의회 연계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리더 대상 권역별 포럼 참여



○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 부서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제 시행 및 민․관 공동영업단 운영

- 사회적경제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 및 기업 투어 실시

- 사회적경제 해노리장(상시) 및 사회적경제 한마당(매년) 개최

-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판매장 운영(구청사 및 대형마트 등)

○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주체)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 금천구 ↔ 성공회대 MOU 체결을 통한 전문적․체계적 컨설팅 추진

- 공공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출을 위한 주체 발굴 및 자원 연계

-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및 전문인력 등 재정지원 사업 추진

- 허브센터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준비팀 대상 사무공간 지원․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률 제고

76% 77% 78% 79% 80%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600명 800명 1,000명 1,000명 1,200명

※ 민선7기 동안 금천구 주민 2%(4,600명)가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이수 목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 원 별 합 계
연차별 소요재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138 470 417 417 417 417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률 제고

시 비 170 120 50 - - -

구 비 880 130 150 200 200 200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시 비 400 200 200 - - -

구 비 688 20 17 217 217 217



□ 협업(협치) 사항

○ 구청 전부서 : 공공구매 목표제 시행 협조

○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단체 :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업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