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자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제도적・재정적 지원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시민생활지원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김경희(6190), 담당 손정애(6218), 담당자 이봉재(6748)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취약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강변로 36(감호동)

  ❍ 사업기간 : 지속사업

  ❍ 소요예산 : 1,055백만원

  ❍ 주요내용

    ∙ 취약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통한 탈수급 촉진과 일반시장으로의 취・창업 지원

    ∙ 성실참여자의 탈수급 장려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 추진실적

  ❍ 사업명 : 자활참여자 인건비

월별 인원(명) 금액(백만원) 비고
누계 890 941
1월 89 95
2월 97 95
3월 100 101
4월 105 102
5월 105 104
6월 98 100
7월 98 115
8월 99 109
9월 99 120



□ 향후 추진계획

연도별 주 요 사 업 내 용 비고

2020

- 자활사업단 운영 : 8개 사업단 81명
· 노다지자원(폐자원 재활용 사업) : 12명
· 밭고랑(농산물가공 및 생산) : 13명
· 운동화를 부탁해(운동화세탁 사업) : 3명
· 힘찬택배 (택배 배송) : 7명
· 하얀퍼프(화장품 포장 작업) : 5명
· 한마음테크(자동차 부품 조립) : 7명
· 행복테크(자동차 부품 조립) : 25명
· 희망테크(자동차 부품 검사) : 9명

2021 - 자활사업단 운영 : 11개 사업단 85명
※ 사업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022 - 자활사업단 운영 : 11개 사업단 88명
※ 사업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5,101 4,561 966 1055 990 1,010 540 540

국비 4,080 3648 772 844 792 808 432 432

도비 206 184 39 42 40 41 22 22

시비 815 729 155 169 158 161 86 86



□ 위치도 및 사진대지 

경상북도 김천시 강변로 36(감호동)

폐자원 재활용 사업(노다지 자원) 농산물 가공 및 생산(밭고랑)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자활근로참여기간 만료 후 취・창업 문제

   ⇒ 자활근로는 영구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니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하여 자립・자활 및 탈수급 

      지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하지만 자활근로 종료 



     후 취・창업을 하지 못해 수급권이 중지되거나 탈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재취득하는 등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 외에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 취업알선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참여자의 근로의욕 부족

   ⇒ 사업단 일자리를 통해 자립하기보다는 현재 수급상황을 유지

      하려는 상황이며, 자활사업 소득발생 시 기존 보장급여가 감소

       하여 참여의욕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함.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무 및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담당 실무자들의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 기대효과

  ❍ 자활사업단에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및 자립 지원

  ❍ 취업능력향상을 통한 탈수급 유도 및 사회통합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