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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전력공사와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홍보 및 운영 

자금 마련을 돕는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0월 11일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명]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Ÿ (주최) 한국전력공사 / (주관) (재)함께일하는재단

○ [모집대상] 크라우드펀딩 수행이 가능한 아이템 및 서비스 보유

사회적경제조직 15개 기업

Ÿ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Ÿ 광주·전남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선발 우대

○ [모집분야] 리워드형, P2P대출형 크라우드펀딩

○ [모집기간] 2019년 10월 11일(금) ~ 2019년 11월 10일(일) 24:00 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 이메일(startup4@hamkke.org) 접수

Ÿ (재)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공지사항 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일자리사업부 창업지원팀

Ÿ 전화 : 02-330-0740

http://hamkke.org/archives/3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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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사업일정] 2019년 10월 ~ 2020년 6월 (약 9개월)

일정 내용 비고

2019. 10.~11. 참가 기업 모집 모집 및 신청

2019. 11.~12.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대면심사 최종 15社 선발

2020. 01.~03. 크라우드펀딩 준비 사전 교육, 콘텐츠 제작

2020. 04.~05. 크라우드펀딩 진행 펀딩 개시일 및 기간 협의 

2020. 06. 정산 및 사업종료 -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선발인원] 최종 15개 기업 선발

Ÿ 1차 서류심사 : 25개 기업 선발 (1.6배수 선발 / 광주·전남지역 선발 우대)

Ÿ 2차 현장실사 : 1차 통과 기업 전원(실사거부시대면심사 불가)

Ÿ 3차 대면심사 : 최종 15개 기업 선발

○ [선발일정] 2019년 10월 ~ 2019월 12월

일정 내용 비고

2019년 10월 11일~2019년 11월 10일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 이메일 제출

2019년 11월 3주~4주차 1차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1차 25개 기업 선발 

2019년 11월 5주~12월 2주차 2차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자 전원 수행

2019년 12월 3~4주차 3차 대면심사 및 최종결과 발표 최종 15개 기업 선발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심사항목] 우수 사회적경제조직 선발을 위한 다각적 심사 진행

구분 심사기준

1차 서류심사
리워드형 • 공익성 / 사업성 / 펀딩 성공 가능성 등

P2P대출형 • 공익성 / 사업성 /상환계획 및 안정성 등

2차 현장실사 공통 • 제출서류 사실 확인/사업 현장 확인 등

3차 대면심사
리워드형 • 공익성 / 사업성 / 펀딩 성공 가능성 등

P2P대출형 • 공익성 / 사업성 /상환계획 및 안정성 등



- 3 -

3. 선정 기업 지원사항

○ [교육 지원] 펀딩 성공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상담

○ [콘텐츠 제작 지원] 상품 사진(영상)촬영, 펀딩 스토리 페이지 제작 

등 크라우드펀딩 수행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 [홍보 지원] 펀딩 성공을 위한 통합적 홍보 수행

Ÿ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온라인기사, 웹포스터 등 홍보자료 제작

Ÿ 펀딩 홍보용 랜딩페이지 개설 운영

○ [비용 지원] 펀딩 금액에 따른 리워드 제작비 및 플랫폼 수수료 일부 지원

Ÿ 기업별 최대 1,500만 원 지원 (단, 15개 기업 전체 펀딩 모금액 규모에 

따라 개별 기업 지원 금액 차등 지급 예정)

○ [상금 지원] 우수 성과 기업 선정 상금 지원(3팀, 총 400만 원)

Ÿ 대상 1팀 200만 원 / 최우수 2팀 각 100만 원

○ [기타 지원] 기타 유형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진행

Ÿ 유사 사업 추가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