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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업개요

구분 사업기간 모집인원 구비서류

1차 2017. 3 ~ 6월 18

신청서/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2차 2017. 8 ~ 11월 20

사업내용

사업유형 추진부서 사업명 계획인원

지역공간개선형 벌교읍 장좌리 힐링산책로 조성사업 5

〃 득량면 중수문 장미꽃길문화공간조성사업 4

〃 조성면 조성면 소공원쉼터조성사업 4

지역자원활용형 환경생태과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및 명품숲조성사업 5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자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가능

배제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여건

참여민원 >  일자리종합 상담소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http://www.boseong.go.kr)

/www/civil_complaint
/www/civil_complaint/job_counseling
/www/civil_complaint/job_counseling/local_job_business


임금단가 : 시간당 6,470원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3,000원 이내

작업장 관리 요원(작업반장) 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임금의 지급 방식

월급(다음달 5일 이내)으로 지급

근로조건

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4대 보험 가입

22:00이후 야간근무 금지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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