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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3 - 002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추진절차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창업팀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팀 신청‧접수
(온‧오프라인 접수)

➡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창업지원기관)

’23.1.6.(금)
‘23.1.6.(금)～1.30.(월) 

17:00 까지

’23. 1.31.(화) ～ 2.17.(금)
①서류심사 ‘23.1.31.(화)~2.3.(금)
②심층면접 ‘23.2.6.(월)~2.10.(금)

③대면심사 ‘23.2.13.(월)~2.17.(금)


창업활동 및 사업수행
(창업팀)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창업지원기관-창업팀)

 창업팀 최종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3.3월 ~ 12월 ’23.2.28.(화) ’23.2.23.(목) ～ 2.24.(금)

 *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관련 공지사항(서류심사결과 및 심층면접·대면심사 안내 등)은 

창업지원기관에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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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업

하고자 하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예비창업팀 모집은 4월 중 별도 모집공고 게재 예정(일정변동 가능)

□ 선정규모: 총 640팀 내외

□ 지원내용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ㅇ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23.3월 예정) → 

중간평가(‘23.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협약금액 25백만원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ㅇ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

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ㆍ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ㅇ (자원연계ㆍ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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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방식

 ㅇ (인큐베이팅 추진 방식)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

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창업지원기관은 ①권역기관, ②특화기관으로 구분

구분 주요내용

권역 
- 창업지원기관이 소재한 권역의 창업팀 육성(업종 무관)
- 광역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되, 단일기관이 2개 이상 권역을 담당하거나 

1개 권역을 2개 이상 기관이 운영 가능

특화

- 문화예술(서비스디자인), 교육·청소년자립, 사회서비스(의료, 사회복지), 
환경(재생에너지), 농어촌·산림 등의 특정 업종ㆍ분야의 창업팀 육성

- 사회적기업 창업에 적합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업종 
특화지원,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 
가능한 분야를 고려

< 창업지원기관 구분 >

 ㅇ 창업팀 모집 및 선정, 인큐베이팅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

  - 창업팀 신청 시, ‘23년도 창업지원기관* 중 반드시 1개소만 선택

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모집일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23년도 창업지원기관 현황(☞ 붙임1 참조)

   ** 2개 이상의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없음. 중복신청 시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 후, 기관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공고의 창업지원기관 현황 

및 역량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함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3. 1.6.(금) ~ 1.30.(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①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접속하여 신규가입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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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아이핀(I-PIN)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 2 참조)

  - 마감 임박 시,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

 ② (오프라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로 표기하여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3. 1. 30.(월)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시 유의사항 ★>

ㅇ 신청 시, ①온라인 또는 ②우편ㆍ방문 중 1개 방법으로만 신청

 - 중복 신청 시 우편ㆍ방문 접수 건을 우선으로 함

ㅇ 반드시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

ㅇ 팀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소속되어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에 해당

 - 창업팀이 2개 이상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하거나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신청
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에 대한 신청자격 무효, 선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신청 전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한 작성
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 창업지원기관별 사전설명회 진행 예정(일정은 진흥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

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ㅇ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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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직전년도(2022년)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거나, 참여제한 제재 중이 아닌 팀

    * 단,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 대표자로 참여하여야함.

 ㅇ (목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ㅇ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하는 경우(단, 창업팀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함)

  -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ㅇ ‘11~’22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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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참여 가능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2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①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면제

  - ‘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②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면제

  -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입상자

 ③ 서류심사 면제

  -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부문 입상자

  -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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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산점 부여

  - ‘21∼’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3점

  - ‘21~’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1점

 ㅇ 위 대상자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

※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육성사업 참여 불가

ㅇ (‘22년 예비창업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거나 참여제한 
제재 중이 아닌 팀,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 대표자로 참여하여야함

ㅇ (‘21-’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본인(개인/팀 대표)이 육성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
하고 창업팀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ㅇ (‘22년 협동조합 창업팀) 최종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팀 제외, ‘22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 대표자로 참여하여야함

ㅇ (‘21-’22년 창업교육 및 동아리)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대표자 및 팀원 상관없음, 팀당 최대 1점 
부여)

□ 참고: 창업팀별 성과목표

 ㅇ 창업팀 최종평가 시 아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성 시에는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구분 성과목표

우수 -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양호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완료

 * 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고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양호로 평가

미흡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실패하거나 창업 후 

영업활동 미수행
- 휴ㆍ폐업 등 협약기간 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자세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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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ㅇ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ㅇ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ㅇ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ㅇ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사업자

등록증‘ 제출

 ㅇ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ㅇ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를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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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팀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및 일정(예정)

 ㅇ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

(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참고: 심층면접 이수 안내>

ㅇ (진행방식) 팀별 심층 인터뷰 및 토론, 실습, 사업계획 멘토링, 교육 등

ㅇ (이수기준) 기관별 8시간 내외로 진행하며, 대표 포함 구성원 2명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대표는 전체시간 필수 이수, 팀원은 교차 참여 가능)

ㅇ (추진일정) 서면심사 발표 직후 창업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일정에 진행
함에 따라 심층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

ㅇ (점수반영) 심층면접 점수는 대면평가 시 반영(20점 만점 환산)

  ㅇ 추진일정

  - 창업팀 모집 및 선정절차는 각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단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3.1.6.(금) 진흥원
↓

신청·접수 ’23.1.6.(금)～1.30.(월) 17:00까지 온‧오프라인
↓

우
선
순
위
 선
정

서류심사 ’23.1.31.(화)～2.3.(금) 창업지원기관
↓

심층면접
(교육 포함)

’23.2.6.(월)～2.10.(금)
 * 창업지원기관별 8시간 내외 편성
 * 팀 대표자는 반드시 이수하여 함

창업지원기관

↓

대면심사 ’23.2.13.(월)～2.17.(금) 창업지원기관
↓

최종선정 ’23.2.23.(목)～2.24.(금)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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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소셜미션
(15점)

ㅇ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ㅇ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
ㅇ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적기업가 
자질
(25점)

ㅇ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

ㅇ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

ㅇ효과적 팀 구성 여부

창업 아이템
(20점)

ㅇ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ㅇ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사업 실현 
가능성
(25점)

ㅇ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시장 분석의 타당성
  -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자부담 포함)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ㅇ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수익창출구조의 타당성, 매출·비용 예상
  - 시장진입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경쟁력(가격경쟁력, 기술력 등) 확보 방안
ㅇ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기대효과
(15점)

ㅇ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ㅇ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
* 분야(권역, 특화) 등에 따라 30% 배점 내에서 창업지원기관별 평가기준 조정 가능

□ 창업팀 협약

 ㅇ (협약체결) 최종 선정이후 창업지원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ㅇ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전진단 컨설팅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

  -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평가를 받거나, 성과달성에 

실패할 경우 지원중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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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로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및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

신청 서류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 사업종료 후 확인된 경우 포함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반드시 창업지원기관 1개소만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처리하여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대표 포함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소속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 전체에 대해서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팀원 구성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ㅇ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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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ㅇ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 붙임1 참조)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 1661-4006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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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1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리스트

연번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권역

서울
·

인천
·

경기

(사)피피엘 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96, 4층 02-3789-0023

2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5층 02-330-0724

3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202호 소셜벤처본부 070-4763-0130(내선3번)

4

강원
·

충청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033-650-3310

5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3955

6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2번길 15, 3층 042-320-9540

7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내선3번)

8 (사)충북시민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건물 5층 043-273-0335

9 대구
·

경북

(사)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72, 3층 053-213-3070

10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6호관 4층 2403호 053-850-4774

11
부산

·
울산

·
경남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현대오일뱅크 2층 051-504-0275

12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울산극동방송 10층 052-700-6176

13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일웅빌딩 3층 055-286-6379

14

광주
·

전라
·

제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인성관 3층 사회적기업사업단 062-670-2794

15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내선4번)

16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3층 061-281-0201

17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063-711-2113

18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중앙로165,  1층 064-726-4843

19

특화

교육·청소년자립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37, 열매나눔빌딩 302호 02-2038-8508

20 농어촌·산림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4, 2층 043-264-9979

21 문화예술
(서비스디자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57,307호 051-950-1233

22 사회서비스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3길 51, 2층 070-5057-3610
070-5057-2992

23 사회서비스
(의료, 사회복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 로얄프라자 307호 031-362-5421

24 환경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본관 200호 02-365-0326

25 환경
(재생에너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안산시상록구광덕안길20,3층사회적경제지원센터10호 070-41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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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최신 웹브라우저 사용 권장

※ 개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등 시스템 사용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함

 - 접수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통합정보시스템 신규 회원 가입 시 반드시 대표자(신청자) 개인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로 가입(아이핀 사용 금지)

 - 사용 가능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이미 통합정보시스템 아이디를 보유한 경우 기존 아이디 사용 가능

 - ‘22년 예비창업팀 육성사업 재참여팀은 기존 아이디 사용권장

※ 신청서는 반드시 최종제출하여야 함

 - 임시저장 상태의 신청서는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1) 회원가입(‘22년 예비창업팀은 기존 아이디 사용 권장)

 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eis.or.kr) 접속

 ② 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선택

 ③ 회원유형에서 일반 및 기업회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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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약관동의

 ⑤ 정보입력 시 회원유형 ‘개인회원’ 선택, 공동인증서 등록

   - 육성사업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개인회원’으로 선택 후 가입

   - 개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등록

     * 반드시 대표자(신청자)의 개인 공동인증서 등록(아이핀 사용 금지)

    ** 추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신청 시, 마이페이지에서 기업회원(법

인회원)으로 전환 가능

 ⑥ 기타 정보 입력 후 가입완료

2) 육성사업 사업참가신청

 ①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사업참가 신청’ 또는 좌측 

메뉴 육성사업>신청>‘사업참가 신청’ 클릭

 ②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③ 접수자(대표자) 정보 입력(대표자 실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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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육성사업 신청 관련 기본정보 입력 및 희망 창업지원기관 선택

 ⑤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파일 업로드 

   - 1개 파일만 첨부 가능하며, 최대 첨부 용량은 20mb로 최대 용

량 초과 시 첨부 및 신청 불가

    * 용량 초과 시 ①서류에 첨부된 이미지의 용량을 직접 줄이거나, ②서류를 

PDF로 저장한 뒤 ‘small PDF’ 등의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용량을 최소화하

여야 함(첨부용량 증대 불가)

 ⑥ 신청서 임시저장 및 수정

   - (임시저장) 최종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서 수정 가능

   - (신청서 수정) 메인화면의 ‘사업참가 신청확인’ 또는 좌측 메뉴 마이

페이지>신청 및 접수관리> ‘육성사업’ 메뉴에서 해당 연도 신청서 

선택하여 수정 후 ‘임시저장’ 또는 ‘최종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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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완료 후에는 반드시 ‘최종제출’ 하여야하며, 최종제출 되지 

않은 임시저장 상태에는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시저장상태: 최종제출 X

   - 최종제출상태

  ⑦ 신청서 최종제출 및 삭제 

   - (최종제출) 최종 제출된 상태로, 신청서 수정 필요 시 기존 신청

서를 삭제한 뒤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내역 및 최종제출 여부는 메인화면의 ‘사업참가 신청확인’ 또는 좌측 메뉴 

마이페이지>신청 및 접수관리>‘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최종 제출하면 심사과정의 상태가 ‘서류심사’로 바뀌게 됨

   - (신청서 삭제)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신청내역에서 직접 삭제 가능 

     * 최종 제출 후에는 직접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각 창업지원기관 또는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