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분야
더 좋은 일자리 3,000개 창출

추 진 부 서 

관리번호 16 새로운대덕추진단

구분 사 업 분 류
총 사업비
(백만원)

이행도
추진율
(%)임기

내ㆍ외
유형
(단/중/장기)

기간 주 체
(국가/市/자체)

완료 이행후계속추진

임기내 장기 계속 자체 2,995 ○ 100

1  추진배경과 동기

❍ (선순환형 모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지역  

   선순환형 지자체 모델 선도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지역자원 연결) 사회적경제 주민 및 창업자 교육, 사회적경제 관련 문제 해결형  

   공모사업 추진(중앙 및 자체 추진), 지역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정책자금 발굴 등 대외자원 활용 역량 강화

❍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2  현황과 문제점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고용노동부·대전광역시 등과 협력 필요

 ❍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매년 창업가 배출)에 대한 기업지원 방안 마련

    ⇒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더좋은 일자리 창출

 ❍ 대전소셜캠퍼스온(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유치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조직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 필요

3  주요내용

  사업개요

 ❍ (기    간) 2018. 8. ~ 2022

 ❍ (사업대상) 사회적경제조직 및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등



 ❍ (사업내용)

  － 생활임금제 도입, 일자리 관련 조례 제정,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발굴 추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등

 ❍ (목표설정)

더좋은일자리수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설립

비 고
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3,000개 28 10 3 15

※ 더좋은 일자리수(고용보험피보험자수),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설립(2018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세부사업계획

 ❍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

 －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
                                                                        (단위 : 개)

구    분 더 좋 은
일자리수 ‘18년

목      표
비 고

‘19년 ‘20년 ‘21년 ‘22년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수 3,000 64,355 65,105 65,855 66,605 67,355 증가수

    ※ 산출기초 :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인 2018년 고용보험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등

 －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설립 목표 : 2018. 7. ~ 2022년
                                                                         (단위 : 개)

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  고

28개 10 3 15

    ※ 사회적경제기업현황 : 82개 / 2018. 6월말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9개(예비2, 인증7),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62개, 자활기업 4개



4  주요성과와 성공요인

  주요성과

  1.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발굴 역량 결집

   ❍ (제도적 기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운영

    －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대덕구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및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 취약계층 채용, 청년일자리활성화 아이템 및 일자리발굴 아이디어 공모

    － 희망일자리 사업추진(생활방역 등),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19년~ 20년 / 2회) 

    － 2020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선정(1.9억원) 

   

주요성과

‣ 일자리 조례 제·개정(4건), 위원회 구성(2건), 연차별 계획수립·보고회(3회)

‣ 취약계층 채용(422명), 청년일자리활성화지원(5개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회, 157건)

‣ 시-구 협력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9년~ 20년), 청년일자리활성화 지원사업

‣ 생활임금위원회개최( 20년, 9,130원 / 21년, 9,270원)

‣ 코로나19 정부지원 희망일자리사업추진(1,100명 / 4,120백만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19년~ 20년 / 26개소)

‣ 노동행정 전담기구『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개소

  2.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보

    － (행정) 지원조례 및 창업공간 마련,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연구 용역 등 

    － (재정) 고용지원확대(12개소, 44명, 71백만원/월, 전년 동월대비100%이상↑)  

   사업개발비지원확대(10개소, 149백만원/상반기, 전년 동월대비 100%이상↑)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통한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 경력단절여성창업(2019~2020, 239백만원), 동네돌봄주민협동조합만들기(2020, 105백만원)

   ❍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 사회적경제 코워킹스페이스 “모들아띠”조성(2020. 6월) / 4개소(2020. 10월)  

   ❍ 취·창업 메카 도시첨단산단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 대전시·구·한남대·LH 기본협약체결, 착공식 및 사업시행협약 등(2020.12월)



     

주요성과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수 증가(14개→29개), 마을기업 (7개→9개) 

‣ 경력단절여성창업( 19년, 6곳 / 20년, 7곳 진행중), 동네돌봄주민협동조합(3곳)

‣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선정( 19년~ 20년 / 311백만원)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입, 업무협약(구-한남대-사회적기업)

‣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2020.12월)

‣ 사회적경제 창고대방출 주민원탁토론회 개최
 

  3.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관내 기업 및 구직자 대상 취업지원  

    － 고용안정전산망 일자리 매칭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 (맞춤 취업행사 운영) 계층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수시채용 면접의 날 운영, 취업특강 

주요성과
‣ 구인(593명), 구직(1,434명), 알선(6,849건), 취업(1,838건), 상담실운영(19회)

‣ 구인ž구직 만남의 날(2회), 취업특강(2회), 수시채용 면접의 날(1회)

  성공요인

  ❍ (제도적 기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

    - 생활임금제 도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업무협약 등 대외 협력기반 강화

    - 창업공간 마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등 사회적기업 증가

  ❍ (일자리창출) 중앙·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확보로 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맞춤형일자리사업, 경력단절여성 성공창업 지원

  ❍ (지원체계)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중앙·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확보로 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맞춤형일자리사업, 경력단절여성 성공창업 지원



5  타 단체 벤치마킹 및 언론홍보 실적

 유관기관 연계협력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위원회 출범 생활임금제 시행 노사상생 지역일자리사업 협약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구직자맞춤형 직업체험 시-구 협력적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청년공유공간 일자리 지원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잡동사니 취업특강 청년일자리활성화 지원사업



  
생활임금위원회 개최(2020년) 노사상생형 일자리 공모선정(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체결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사회적경제활성화 업무협약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출범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사회적경제 혁신로드 추진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파티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특강



  사회적경제 창고대방출 
주민원탁토론회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착공식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 

공모선정(보건복지부)

6  향후계획

❍ (거버넌스 공고화) ①사회적경제 활성화 용역을 반영 종합로드맵 수립 ②거버

넌스형 중간지원조직 구성 ③민간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문성과 저변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①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모들아띠) 운영 ②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지원으로 지역우수기업 입주 및 기업지원 정책공간 마련 

③사회보험료·사업개발비·인건비 등 재정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 (일자리창출) ①취업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②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③시-구 일자리사업 등 공모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부서 새로운대덕추진단 일자리경제팀장 신영실 담당자 신영실 ☎ 608-6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