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1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시행기관 리스트
사업명

고용노동부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및 계획 취합)
모태펀드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소셜임팩트 펀드
소셜임팩트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예비창업패키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관광두레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
(R&D, 사업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문의처

창업지원팀 031-697-7715
성장지원팀 031-697-7763
http://www.socialente 판로지원팀 031-697-7832
rprise.or.kr
판로지원팀 031-697-7834
자원연계팀 031-697-7840
https://www.semas.o 협업지원실 042-363-7722
r.kr
https://www.semas.o 협업지원실 042-363-7724
r.kr
https://www.kbiz.or.kr 조합정책실 02-2124-3214
https://www.k-vic.co. 투자기획팀 02-2156-2089
kr
https://www.kibo.or.k 벤처혁신사업부
r
051-606-7694
http://www.kosmes.o 관할 지역본(지)부 1357
r.kr
https://www.semas.o 금융지원실 042-363-7125
r.kr
https://www.koreg.or. 보증기획부 042-480-4034
kr
https://www.kised.or. 예비창업재도전부
kr
042-480-1800, 1802, 1803
http://www.gokams.o 사회가치창출팀
r.kr
02-708-2227
https://www.arte.or.kr 시민교육팀 02-6209-5990
https://www.arko.or.k 시각예술부 061-900-2342
r
https://www.sports.or 스포츠클럽부
.kr
02-2144-8222
http://www.visitkorea. 관광일자리팀 02-729-9410
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kiat.or.kr 지식산업육성팀
02-6009-3762
서비스디자인실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kidp.or.kr
031-780-20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사회적가치실
02-3460-3492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서비스지원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
kr
02-3433-450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학교협동조합중앙지원센터
02-3780-9952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042-869-6132
산학협력지원팀
042-869-6402
alente 사업개발팀 031-691-778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
rprise.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02-3771-6292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사회주택사업단
055-922-3392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https://www.ekr.or.kr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8084-9564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농어촌희망재단
http://www.rhof.or.kr 복지팀 02-509-2445
포함) 지원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창업지원실 02-6393-2631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 산림일자리발전소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042-381-5130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http://www.kfsv.go.kr 품종심사과 043-850-3320
활성화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https://www.kodit.co.kr 신용보증부 053-430-4338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신용보증기금
활용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금융사업부 02-2128-8101
대출지원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https://www.kgrowth.o
투자운용본부 02-2090-9114
r.kr
기획재정부
alente 설립지원팀 031-697-7731
협동조합 활성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
rprise.or.kr
협력운영팀 031-697-77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https://www.setcoop. 창업진흥팀 02-6411-106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지원센터
net
외교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혁신사업실 031-740-0547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한국어촌어항공단 https://www.fipa.or.kr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044-715-7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