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자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재정적·제도적 지원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복지기획과 협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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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취약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강변로 36(감호동)

  ❍ 사업기간 : 지속사업

  ❍ 소요예산 : 1,91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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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자활참여자 인건비

월별 인원(명) 금액(백만원) 비고

누계 1,007 1,222

1월 108 140

2월 115 123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사업단 휴무
(실비 미지급)

3월 114 129

4월 109 118

5월 107 121

6월 110 125

7월 115 154

8월 113 147

9월 116 165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자활사업단 운영 : 9개 사업단 69명

2019 - 자활사업단 운영 : 11개 사업단 102명

2020

- 자활사업단 운영 : 11개 사업단 116명
 ‧ 힘찬택배(택배 배송)               :  6명 
 ‧ 운동화를 부탁해(운동화세탁 사업)  :  4명
 ‧ 초록팜(농산물가공 및 생산)        : 18명
 ‧ 푸른자원(폐자원 재활용 사업)      : 19명
 ‧ 행복테크(자동차 부품 조립)        : 28명
 ‧ 희망테크(자동차 부품 검사)        : 11명
 ‧ 한마음테크(자동차 부품 검사)      : 12명
 ‧ 하나테크(자동차 부품 검사)        :  6명
 ‧ 복지도우미(자활사업 홍보 및 안내)  :  1명
 ‧ 자활도우미(사업단 및 사무 지원)   :  1명
 ‧ 근로유지형(읍면동 환경정비사업)   : 10명

2021 - 자활사업단 운영 : 12개 사업단 120명

2022 - 자활사업단 운영 : 13개 사업단 1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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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2 7,682 980 1,386 1,916 2,200 1,200 1,200

국비 7,106 6,146 784 1,109 1,533 1760 960 960

도비 355 307 39 55 77 88 48 48

시비 1,421 1,229 157 222 306 352 192 192



□ 위치도 및 사진대지 

  ❍ 위치도

경상북도 김천시 강변로 36(감호동)

 
  ❍ 사진대지

전자부품 검사 및 포장(희망테크) 농산물 가공 및 생산(초록팜)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근로소득(자활급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 감소 문제  

   ⇒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내일, 

청년키움, 청년저축)에 가입하도록 하여 3년간 매월 정기적금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적립하여 탈수급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자활근로참여기간 만료 후 취‧창업 문제

   ⇒ 자활근로는 영구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니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하여 자립‧자활 및 탈수급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참여자가 자활사업 (재)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 

취업알선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자활근로참여를 통한 기초근로능력 배양 등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 유도 및 일반시장으로의 취‧창업 도모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극빈층 전락 방지 및 사회통합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