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성과에 기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2018년도
참여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6. 1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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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목적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의 사회성과를 측정해보고, 사회적 기업 영
역의 성장과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동참하고자 하는 참여기업 모집
 추진 일정

*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각 단계별 심사 통과 기업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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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설명회 개최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및 모집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각 지역
별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시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설명회 신청 바로 가기 - https://goo.gl/forms/woOjBIr25mgvtqcp2

 설명회 내용
 1부)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 프로젝트 취지 및 개요

• 운영 방식
• 상반기 모집 계획/ 방식

• 2부) 사회성과 측정 체계 및 사례 소개
• 측정 원리 및 원칙
• 측정 표준식 / 측정 사례
• 시스템 입력 방법 (시뮬레이션)

 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서울

6/11 (월) 14:00 – 16:00

SK 행복나래 3층 SUPEX Hall

제주

6/12 (화) 14:00 – 16:00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

6/15 (금) 14:00 – 16:00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

6/18 (월) 14:00 – 16:00

부산 소셜캠퍼스 온 부산

* 마지막 페이지에 주소 및 약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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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요건

기업 설립 목적과 비전이 사회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모집 방향성

현재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①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법인)

지원 요건

* 법인 형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음.
② ‘17년도 매출이 2억 이상인 기업 우대

주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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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사회성과인센티브 홈페이지(www.socialincentive.org) 내 메뉴 ‘Project > 지원하기’ 에서 하
단의 지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 시스템 상에서 지원서 작성하여 제출
☞ 지원 신청 바로가기

 작성 및 제출 서류
 지원서(온라인 직접 입력)
 ‘17년도 사회성과 시뮬레이션 측정(온라인 직접 입력)
 ‘17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회사소개서(ppt. 또는 pdf 형식) - 사업 현황과 BM 등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 별도 사업소
개서가 있을 경우 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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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및 기준

 심사절차
1차 스크리닝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발표

서류심사 및 인터뷰

자문위원단 검증

모집 결과 안내

/최종 승인
7/2 ~ 7/20

8/13 이후

7/23 ~ 8/10

* 선정 기업 개별 연락

사회성과인센티브 2018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사무국 (info@socialincentive.org, 02-725-1230)

 설명회 장소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3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상록회관)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