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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파트너 기업 참고사항

기업명 세부내용

가. 협력유형: 판로 및 마케팅 연계

나. 사업내용: 삼성카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연계를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상품경쟁력제고 (디자인, 브랜딩등)를통한판로및마케팅지원

다. 사업대상 및 지역: 제한 없음

라. 사업기간: 2021년 연중

마. 중점사항

- 기존상품개선을위한지원뿐아니라, 신규 상품에대한아이디어에

대한제작지원도가능

- 삼성카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삼성카드 사용자 대상 할인혜택

‘LINK’ 연계하여 홍보 프로모션 지원(할인금액 지원) 등

가. 협력유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나. 사업내용: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다. 사업대상 및 지역: 제한 없음

라. 사업기간: 2021년 연중

마. 중점사항

- 기업특성 및 사회공헌 분야를 참고하되, 협력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기업 고유의 사업분야 및 사업특성에 맞는 제안을 통해

사업기회 제공을통한경쟁력 강화지원을목표로 함.

*[참고]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분야: 미래의 사회 통합과 행복한

사회를 위해 지원이 절실한 분야

①보육지원(미래세대투자) ②통일시대준비(통일공감대 확산)

③사회적 금융(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상생추구) ④ 소외계층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 ⑤글로벌 사회공헌(新남방핵심지역 지원)

⑥사회적 책임(함께 성장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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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세부내용

가. 협력유형: 유휴 공간 활용

나. 사업내용: LPG자동차충전소공간을활용한협업프로젝트

다. 사업대상 및 지역

- 사업대상: 제한 없음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 등)

- 사업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지역(10개소)

*하단 붙임내용 참조

라. 사업기간: 2021년 연중

마. 중점사항

- SK가스 공간자산과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자산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고사회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모델제안

- 사전에 충전소에 연락하여 현장방문 및 논의를 통해, 가용 자원을

살펴보고 사업제안하기를 권함, 본사에서 개별 충전소(하단 붙임

참조)와 협의 및 안내 완료

- SK가스 LPG 충전소 자세히 보기(링크)

https://www.happylpg.com/Station/Map_search.aspx

바. 유의사항

- 화기주의, 위험물 안전관리 등의 고려 필수

[붙임] SK 행복충전소 안내

연번 지역 충전소명 주소 연락처

1
서울

양평동 충전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57 02-2672-1175

2 은평서부 충전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4-27 02-352-4806

3
인천

논현 충전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15 032-446-9094

4 협진 충전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29-9 032-545-3225

5

경기

수정 충전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12 031-759-4551

6 광교신도시 충전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33 031-216-7149

7 수원 충전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02-1 031-243-2690

8
대전

고속 충전소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502-4 042-634-0002

9 대양 충전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22-7 042-342-0017

10 광주 공항 충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682-13 062-944-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