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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085호

「착한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스

입점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아이디어스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위한 상품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5.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착한소비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스 입점지원 프로그램

□ (사업내용) 아이디어스 입점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착한소비’ Short-Cut 입점 등 온라인 판로 지원

    * (참고페이지) 아이디어스 앱 접속 – 착한소비 short cut 중 제로웨이스트, 업사클링

□ (신청기간) 모집공고일부터 2022년 5월 16일(월) 17시까지

참여기업 
모집

▶

입점심사

▶

선정결과 
안내

▶

작가등록 및 
상품등록

▶

판매개시 및 
홍보

www.sepp.or.kr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 참여기업 아이디어스

~5월 16일(월)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 7월 1일(금)

□ (지원자격) 아이디어스 입점 경험이 없고 ‘제로웨이스트’ 또는

‘업사이클링’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20개사 내외

    * 아이디어스 입점 심사 결과 적합한 상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 아이디어스 입점 기업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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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아이디어스 ‘착한소비’ Short-Cut 입점 지원(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② 입점 완료기업 대상 아이디어스 작가 교육비 지원(최대 5만원)

③ 멤버십 작가 비용(월 5만원) 6개월 지원(최대 30만원)

    * 1개 기업당 최대 35만원 지원 예정(교육비, 멤버십 작가 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먼저 부담하고 입점 시작일로부터 아이디어스 입점을 유지하고 교육을 수료한 

기업 대상 ‘22년 12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시 기업 자부담

ㅇ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디어스 입점 시 ‘멤버십 작가’로

입점 지원 예정(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스 페이지 참고)

ㅇ 판매수수료, 결제수수료,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작가 교육비

및 멤버십 작가 비용은 참여기업 자부담

□ 접수방법

① 사업 신청 전 ‘아이디어스 입점신청 안내’ 세부 내용 확인(★필수)

     * https://www.notion.so/idus/51550c71973c496eb56bfcf8b9326f76

② e-store36.5 회원가입(www.sepp.or.kr)(★필수)

     * 신규회원가입 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으로 가입

    ** 기존 SEPP에 '입점사'로 가입한 기업은 별도 신규가입 없이 신청 가능

③ e-store 36.5 회원 가입 후, lena@ikosea.or.kr로 접수

    * e-store 36.5에 미가입한 기업이 본 사업에 신청한 경우 선정과정 및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별첨)

ㅇ 입점 희망 상품 카테고리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양식 참고

     * 입점신청 양식은 ‘아이디어스’ 입점 신청 서류와 동일(사진 필수)

    ** 반드시 제품 제작과정 및 제품 사진을 첨부하고 모든 서류는 압축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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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주관기관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또다시 미비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은 아이디어스 등 주최기관이 채널 적합성을 종합

고려하여 확정하며, 선정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ㅇ 중도이탈, 불참 등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진행이 불가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예비기업 등에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ㅇ 상기사항은 주최기관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박전진 대리(031-697-7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