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사회적경제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전력공사와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전 사회적경제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월 5일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전 사회적경제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

Ÿ 주최 한국전력공사 / 주관 (재)함께일하는재단

 ❍ [모집대상]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법인설립 3년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Ÿ 법인설립 3년 이상은 공고 개시일(2022.1.5.)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로 판단

《 우대사항 》

◦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한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외 판로지원사업 참여기업(‘17년~’20년) 중 

우수기업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

◦ 해외진출 제품(서비스)군이 친환경 소재, 환경친화적 공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

는 기업 

 ❍ [모집규모] 10개社 

 ❍ [모집기간] 2022년 1월 5일(수) ~ 2022년 1월 20일(목) 24:00 

Ÿ 심사일정 : 심사결과는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모집‧접수

▸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

2022.01.05(수)

~ 2022.01.20(목)

2022.01.26(수)

(결과발표 : 2022.01.28)

2022.02.10(목)

(결과발표 : 2022.02.16)

※ 상기 일정은 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2년 2월(협약체결 시점) ~ 2022년 6월 

 ❍ [지원내용]  

   1) 기업별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금 (기업별 1,000~1,500만원 차등지원)

     ※ 아래 4개 분야 중 희망분야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6월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이어야 함 

분야 지원내용

(택1)

해외 박람회

Ÿ 해외 오프라인 박람회(전시회) 참가 실비 

 - 박람회 부스 참가비, 항공, 숙박, 식대, 물류, 통역 등 활동비 지원

(택2)

해외 플랫폼

입점/마케팅비

Ÿ 해외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마케팅비

 - 해외 오프라인 기획전, 팝업스토어 진행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수수료, 프로모션 등 지원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리워드 생산비, 물류비, 상세페이지 콘텐츠 

   제작비 지원 (6월 내 펀딩 오픈 必)

(택3)

수출용 제품 

생산/물류비

Ÿ 해외수출용 제품 생산/물류비 

 - 해외 구매계약 체결(예정) 제품 생산 및 발송 지원

   (심사 과정 시 해당내용 증빙을 요청 할 수 있음)

(택4)

기타

Ÿ 해외시장 매출 증대를 기대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지원

  ※ 택 1~3을 혼합한 사업계획 불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2) (공통지원)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3) (공통지원) 기업별 소셜임팩트 측정 지원

     

  



                                               

□ 신청방법

 ❍ [모집기간] 2022년 1월 5일(수) ~ 2022년 1월 20일(목) 24:00 

 ❍ [접수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 사업공모 (hamkke.org/business)

   - 온라인 제출처: orl.kr/RS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형식

필수

Ÿ (서식1) 사업신청서(직인필수)

PDF

Ÿ (서식2) 개인(기업)정보수집ž이용ž제공ž활용 동의서

Ÿ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류(인ž지정서, 육성사업 선정확인증 등)

Ÿ 사업자등록증

선택

Ÿ 기업 / 제품 소개자료

Ÿ ‘17년~‘20년 한전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외 판로지원사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류

  - 위 제출서류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 기업명.zip)

  -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1차 서면심사 합격 기업에 한하여, 수출실적/ 해외구매계약 등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문의처] 함께일하는재단 기업성장팀 

   - E-mail : export@hamkke.org 

   - 연락처 : 02-330-0760

http://hamkk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