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29 마을활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체 일자리 육성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369명 35,851명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사회적기업팀장 김은영, 담당 안영선 ☎ 729-3662

협조부서

협력체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남사회적경제연합회, 성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시민참여 창업지원센터 창원지원 교육, 사회적경제조직 간담회, SNS 등

□ 정책목표

· 사회적경제 공동체 연계 융합으로 신명나는 일자리 창출
·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의 
                       당면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사업 

□ 개    요
  ❍ 사업대상: 성남시 사회적경제 공동체

  ❍ 사업기간: 2018. 12월 ~ 지속추진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공공부문 사업참여 확대

    ∙ 마을활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융합거점 조성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추진 사업

  ❍ 추진근거: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확보
∘ 마을활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융합거점 조성 방침결재

2019년 연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야~나 DO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사업 추진
∘ 마을활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 마을활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시 공공부문 사회적경제 공동체 일자리 육성을 위한 TF 구성 운영

2020년 연간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위원회 확대·개편
∘ 시 공공부문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21년 연간 ∘ 성남시사회적기업 특례보증사업 도입 및 추진

2022년 연간 ∘ 성남시사회적기업 특례보증사업 추진

2023년이후 지속 ∘ 사회적경제 생태계 일상생활 영역으로 활성화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0,455 905 8,539 906 2,073 2,367 2,181 1,012 1,011

국비 4,817 467 3,929 467 931 1,148 961 422 421

도비 279 10 253 11 75 65 86 16 16

시비 5,359 428 4,357 428 1,067 1,154 1,134 574 574

※ 변경사유: 국도비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 반영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기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원금 회수 100,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사회적경제 융합거점 조성
(융합센터 조성, 가치가게 재개장) 10 융합센터개소 예산확보 100

2019년
사회적경제 기업수 증가

각종위원회 중간조직 참여확대, 조례개정
가치가게 재개장

60
기업수 319개

조례개정
가치가게 개소

기업수 353개
조례개정 

가치가게재개장
100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수 증가

위원회 확대운영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활성화

30
기업수 326개

위원회 확대운영
거점공간 활성화

기업수 388개
위원회 확대운영
거점공간활성화

100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수 증가

위원회 확대운영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활성화

계속
기업수 336개

위원회 확대운영
거점공간 활성화

기업수 432개
위원회 확대운영
거점공간활성화

100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수 증가 계속 기업수 440개 기업수 429개 97.5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서
예산확보

마을활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융합거점 조성 방침결재

야~나DO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사업추진

사회적경제홍보관 재개장
사회적경제 창업․육성 프로그램운영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위원회조직확대
일부개정 확대ž개편

시 공공부문 사회적경제 공동체 
일자리 육성

TF팀
구성ž운영

시 공공부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그램운영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사업 계획수립ž운영 자금소진시
까지 운영



야~나 DO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협약식 마을활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홍보관 재개장

-참석대상: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대표, 참여자(청년), 시관계자
-협약내용: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내용 및 근로조건, 참여자(기업)  
 준수사항, 지원금 지원절차 등

-위치: 수내동1번지
-규모: 15.3㎡(5평)
-주요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 커피 등 판매
-수탁자: 성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 연계사업 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23개기업
공간지원및멘토링

23개기업
공간지원및멘토링

21개기업
공간지원및멘토링

21개기업
공간지원및멘토링

17개기업
공간지원및멘토링

창업 역량강화 및 인큐베이팅 5개 과정
217명

4개 과정
148명

9개 과정 
154명

10개 과정
184명

8개 과정
준비 중

사회적경제창업지원 3개 사업 3개 사업 3개 사업 3개 사업 3개 사업

판로촉진-박람회참가지원 7개사 6개사 20개사 6개사 10개사(예정)

    ∙ 사업추진상황 

사회적경제홍보관 2019년(6월개장) 2020년 2021년 2022년(3월기준)

- 방문자수: 9,154명

- 총 매 출: 21,755천원

- 입점기업: 18개 기업

- 방문자수: 13,718명

- 총 매 출: 46,027천원

- 입점기업: 27개 기업

- 방문자수: 9,431명

- 총 매 출: 35,970천원

- 입점기업: 18개 기업

- 방문자수: 1,225명

- 총 매 출: 3,876천원

- 입점기업: 26개 기업

창업보육센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관계자)

-창업아카데미
  : 2개과정 43명
- 창업오디션공모
  : 5개팀 선정

-창업아카데미
  : 2개과정 73명
- 창업실전프로그램
  : 5회 60명
- 브랜드 매핑 

워크숍 지원: 
4개사

-창업아카데미
  :2 개과정 61명
- 창업오디션공모
  : 4개팀 선정
- 창업실전프로그램
  : 6개과정 82명
- 멘토링: 19개팀
- 창업교육: 19명
- 성장레벨업 교육: 

37명
- 컨설팅: 9회

-창업아카데미
  : 2개과정 55명
-창업오디션공모
  : 5개팀 선정
-창업실전프로그램
  : 4개과정 14개팀
-성장레벨업
  : 교육 9명, 인큐

베이팅 9개팀
-창업교육지원
  : 2개과정 27명
-컨설팅: 2개팀

-창업아카데미
  : 2개과정 모집 중
-창업실전프로그램
  : 1회 1개팀
-성장레벨업
  : 9개팀 수요조사
-담임멘토링
  : 9개팀 수요조사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조성(안)

- 위치: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040번지 일원

- 대지면적 및 규모: 5000㎡(건축 3,000㎡) / 규모: 지하3층, 지상8층

  ※ 1층(사회적경제홍보관), 3층(사회적경제지원센터), 4층(마을센터, 청년센터), 

- 사업기간: 2022년~2028년(7년간)

- 사업비: 705.1억원 추정(성남시 공사비 220.8억원 추정)

  ※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 2021. 12. 16.(국비 100억 확보)

- 사업시행: LH, 성남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 사업기간: 2021. 6. 15.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5억원 (출연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협약금융기관: 5개소(농협, 신협 4개소)
- 지원내용: 특례보증 5년, 기업단 5,000만원 이내, 이자 이차보전 2.5%
- 추진실적: 4개기업 130,000천원, 이차보전 1,064천원
< 협약 금융기관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
- 사업기간: 2021. 6. 10.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기업당 5천만원 이내, 20억원(협약 금융기관 자금 대출)
- 지원내용: 3년이내, 이자 이차보전 2.5% 
- 추진실적: 1개기업 50,000천원, 이차보전 209천원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사회적경제 융합거점 

조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월: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조성 계획 보고
◦6월: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확보

2019년

야~나DO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1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홍보관 ◦2월: 행복한 가치가게 위탁 운영 계획 수립
◦5월, 6월: 위․수탁 협약 체결, 개장

사회적경제 창업․육성
◦18. 12월: 창업보육센터 입주팀선정, 계약체결
◦3월~6월: 창업아카데미 및 인큐베이팅 운영
◦6월~12월: 경기도 창업오디션 공모 및 컨설팅

◦703명(2018~현
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1월: 사회적경제협의체 등 민간의견 수렴
◦3월, 8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보고
◦4월, 10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 공공부문 사회적경제 
공동체 일자리 육성 

TF팀구성

◦5월~6월: TF팀 구성
◦7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부문 참여 확대계획 수립
◦12월: 공공부문 사업확대 가능사업 분야별 검토 
        및 사업부서와 토의

2020년 사회적경제 조직 시(市) 
공공부문 사업확대(계속)

◦3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계획 수립
◦5월: 공공부문 위탁추진(위례스토리박스, 성남시립의료원)
◦6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실시(8개소)
◦8월: 반려동물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형태 위탁 운영 검토 등
  - 야간동물구조대 업무 위탁(동물수호천사협동조합)운영
◦10월: 공공부문 위타사업 추진 운영
  - 위례스토리박스(레스토랑, 카페)
  - 성남시립의료원(카페, 베이커리 사업)

2021년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조성
◦2월: 성남시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계획 수립
 - 수진1구역 공공시설 복합용지
◦3월~현재: LH와 업무 협의 중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사업 
도입 추진(신규)

◦1월~3월: 성남시 사회적금융 기반조성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회 통과
◦4월~5월: 협약금융기관 모집 및 업무협약 체결
◦6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 중

2022년
이후

사회적경제 일자리 
육성(계속)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사업(계속)

ㅇ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특례보증: 자금소진 시 까지
 - 이자 이차보전: 분기별 이자 2.5%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 창업보육센터운영, 사회적경제 
판로촉진 지원, 컨설팅 지원 등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81.7 7,720 905 79.8 6,815 906 1,847 1,951 1,837 274

국비 78.9 3,470 467 76.4 3,003 467 792 926 737 81

도비 73.8 194 10 72.7 184 11 43 51 69 10

시비 84.8 4,056 428 83.3 3,628 428 1,012 974 1,031 183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8.11.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61,576 확정 

2021.9.30. 국토교통부 주거재생특화형 공공복합시설 조성
(사회적경제융합센터) 10,000,000 확정 2021.11.16.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12,838 9,474 3,364 1,121 2,243

국비 6,571 5,074 1,497 499 998

도비 368 233 135 45 90

시비 5,899 4,167 1,732 577 1,155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사회복지영역, 청년일자리,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는 미비한 상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부문 진입확대 수익
모델 개발 및 사회적경제제도 교육을 통해 
실무부서 담당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
그램을(아카데미, 컨설팅, 인큐베이팅, 
판로지원 등) 추진하고 있으나 창업 후 
정착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

사회적경제기업가 전문경영 교육실시, 정보
공유, 판로촉진, 재정지원금융지원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대책 계속적 추진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시장 발굴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

  ❍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홍보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예비 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양질의 일자리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