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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고도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알림
2023.03.13 조회수 490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

제

전라남도 공고 제2023-327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

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가. 시설장비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신규 또는 노후)시설 또는 장비 구입(기업별 2천만원 내외, 자부담 20% 별도)

나. 고도화

- 신청대상: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종료된 사회적기업, 재지정 이상 마을기업

- 지원내용: 정보화시스템 구축, 제품공정 개선, 신제품개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관리 등

(기업별 4천만원 한도, 자부담 20% 별도)

2. 신청기간: 23. 3. 13.(월) ~ 3. 28.(화) 18:00까지

3. 신청방법: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주시 배멧3길 19-3, 엠제이빌딩 4층)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4.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심사기준: 사업계획 타당성(40점), 기업성(30점), 사회적 가치추구(30점)

5. 선정결과: 23. 6월 중

6.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1-339-2637~8)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 (061-276-1335~7)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61-286-503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공고문(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고도화 지원사업 ).hwp (224 hit/ 77.5

KB) 

미리보기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29 hit/ 1.39 MB)

미리보기

2023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09 hit/

870.5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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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3M9mZzqzC&file_type=all&idx=92874&file=146135%257C146137%257C146138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2874/146135/%25EA%25B3%25B5%25EA%25B3%25A0%25EB%25AC%25B8%25282023%25EB%2585%2584%20%25EC%2582%25AC%25ED%259A%258C%25EC%25A0%2581%25EA%25B2%25BD%25EC%25A0%259C%25EA%25B8%25B0%25EC%2597%2585%20%25EC%258B%259C%25EC%2584%25A4%25EC%259E%25A5%25EB%25B9%2584%25C2%25B7%25EA%25B3%25A0%25EB%258F%2584%25ED%2599%2594%20%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82%25AC%25EC%2597%2585%20%2529.hwp?pkey=3M9mZzqzC
http://www.naju.go.kr/Viewer/146135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2874/146137/2023%25EB%2585%2584%20%25EC%2582%25AC%25ED%259A%258C%25EC%25A0%2581%25EA%25B2%25BD%25EC%25A0%259C%25EA%25B8%25B0%25EC%2597%2585%20%25EA%25B3%25A0%25EB%258F%2584%25ED%2599%2594%20%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82%25AC%25EC%2597%2585%20%25EC%25B6%2594%25EC%25A7%2584%25EA%25B3%2584%25ED%259A%258D.hwp?pkey=3M9mZzqzC
http://www.naju.go.kr/Viewer/146137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2874/146138/2023%25EB%2585%2584%20%25EC%25A0%2584%25EB%259D%25BC%25EB%2582%25A8%25EB%258F%2584%20%25EC%2582%25AC%25ED%259A%258C%25EC%25A0%2581%25EA%25B2%25BD%25EC%25A0%259C%25EA%25B8%25B0%25EC%2597%2585%20%25EC%258B%259C%25EC%2584%25A4%25EC%259E%25A5%25EB%25B9%2584%20%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82%25AC%25EC%2597%2585%20%25EC%25B6%2594%25EC%25A7%2584%25EA%25B3%2584%25ED%259A%258D.hwp?pkey=3M9mZzqzC
http://www.naju.go.kr/Viewer/14613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2923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2873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안내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년 영산강 인문 아카데미(제3기) 개최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장날'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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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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