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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광의로는 추후 회수가 전제되는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지원방식의 보조금(Grant), 자선행위

(Philanthropy)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

괄하기도 합니다.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18.02.08) 참조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 가치 실현에 공감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1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18.02.08.) 등을 발표,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는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가이드가 목적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부는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활용 가능한 자금과 운영주체별 사회적 금융 현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문부분은  보증·융자·투자·기타로 구분하여 각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 활용 사례를 참고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 글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04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성장단계별 활용가능 자금

사업명
창업단계

(소셜벤처/창업초기)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

사회적기업 소액자금 대출제도 ○ ○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 ○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 ○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 ○ ○

중소기업 정책자금 ○ ○ ○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경영안정자금 ○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

대전시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 ○

2017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 ○

2018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융자지원 사업 ○ ○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 1기) 금융 지원 사업 ○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 ○ ○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 ○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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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창업단계

(소셜벤처/창업초기)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인증사회적기업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 융자사업 ○ ○

서울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 ○

서울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사업 ○ ○

서울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 ○ ○ ○

서울 은평 크라우드펀딩 연계 컨설팅 ○ ○

서울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 ○

IBK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 ○

KDB 산업은행

사회적 가치 기업 특별 대출 ○ ○

KB 사회적기업N정책성특례기업 우대대출 ○ ○

동작신협 상생협력대출 ○

한국사회혁신금융 융자 ○ ○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 ○

충북사회적경제기금 ○ ○

LG SOCIAL CAMPUS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기업 지원사업 ○ ○

사회적기업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사회적기업 펀드) ○ ○ ○

크레비스라임 임팩트 제1호
(임팩트 투자 펀드) ○ ○ ○

부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 ○

성장단계별 활용가능 자금   05



06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구분 사업명 수행 대상 성격 규모 연락처 페이지

중앙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융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p.68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투자 290억원

투자운용본부

02-2156-

2025

p.56

소셜벤처

(S-Venture) 임팩트 

보증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기업 보증 5,000억원
고객센터

1544-1120
p.48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신용보증기금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보증 5,000억원

사회적경제팀 

1588-6565
p.10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융자 100억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p.70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오마이컴퍼니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가 육성사업 창업팀

지원, 

융자, 

투자

-
오마이컴퍼니

02-388-2556
p.58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역신용

보증재단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보증 5,000억원
고객센터

1588-7365
p.18

사회적기업 

소액자금 대출제도

복지사업자

(사업수행기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융자
50억~

80억원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

p.22

광

역

해당

2018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해당 자치단체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융자 -

신나는조합

사회적 금융팀

02-365-0220

p.26

서울

2017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사)한국마이

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융자 -

신나는조합

사회적 금융팀

02-365-0220

p.24

부산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 1기) 

금융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연구원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

조합, 자활기업 등

지원,

융자
-

사회적기업

연구원

051-753-

2501

p.30

광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

센터 건설업자

융자 2,000억원

경영지원부

052-960-

2621

p.72

운영주체별 사회적 금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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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수행 대상 성격 규모 연락처 페이지

광

역

대전

대전시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보증, 

융자
19억원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042-539-5608

(사회적경제팀)

p.16

경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

보증재단

경기도 소재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 영리기업

보증,

융자
100억원

기술평가부

031-888-

5561~4

p.14

경기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부동산)

융자지원 사업

경기도청

/ 신한은행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융자 50억원
신한은행 수원점

031-253-7875
p.28

경북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인증사회적기업 – 우대

업체 적용 대상)

융자 3,300억원

경상북도

중소벤처 기업과

054-880-2679

p.74

제주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인증사회적기업 포함)

융자 제한없음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8-5740
p.76

기

초

중구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시 중구

중구에 소재중인 중소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점 대상)

융자 75억원
일자리경제과

02-3396-5085
p.78

성동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비플러스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 소셜벤처 등

융자 2억원
비플러스

02-733-0703
p.38

성북

서울시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성북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성북구 소재)

융자 10억원

마을사회적

경제과

02-2241-3896

p.34

은평
서울시 은평 크라우드

펀딩 연계 컨설팅
오마이컴퍼니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은평구 소재)

투자 -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02-355-7913

p.61

강동

서울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융자사업

강동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

합, 소셜벤처 등

(강동구 소재)

융자
1억

2천만원

사회적경제과

02-3425-5823
p.36

화성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 융자사업
화성시

화성시 내 사회적경제조

직,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

업, 자활기업

융자 620억원

사회적경제

기획팀

031-369-6053

p.32

운영주체별 사회적 금융 현황   07



08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구분 사업명 수행 대상 성격 규모 연락처 페이지

기초 창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창원시
인증사회적기업

(창원시 소재)
융자 1,000억원

경제기업 사랑과

055-225-3211
p.80

공공

IBK 사회공헌기

업 보증협약대출
IBK 기업은행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융자 -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9999
p.46

사회적 가치 기업 

특별 대출
KDB 산업은행 인증사회적기업 융자 5,000억원

고객센터

1588-1500
p.40

민간

부산 지역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부산지역 

인증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투자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6
p.62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한국사회적

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에 가입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융자 -
공제사업단

070-5099-1672~3
p.86

사회적기업

펀드
IBK투자증권

(취득예정)인증사회적기

업, (취득예정)예비사회

적기업

투자 110억원

IBK투자증권

WM강북센터

02-6932-2001

p.57

동작신협 

상생협력대출
동작신협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융자 -
동작신협 

02-826-6300
p.50

충북사회적경제

기금
충북시민재단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융자 -
(사)충북시민재단

043-221-0311
p.85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혁신기금 

융자

한국사회

혁신금융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융자 -
기금운영팀

02-6408-0080
p.88

임팩트 

투자펀트

라임&

크레비스

파트너스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영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투자 200억원

크레비스파트너스

02-569-2431

라임자산운용

02-786-9806

p.60

KB 사회적기업

N정책성특례

기업 우대대출

KB국민은행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융자 -

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p.44

LG SOCIAL 

CAMPUS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 지원사업

LG전자

LG화학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융자
120억원

LG소셜캠퍼스 사무국

(사회연대은행)

02-2280-3356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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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성 특례보증제도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

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규모 • 총 규모 : 5,000억원

•‘18년 규모 : 1,000억원

 지원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임차자금 포함)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보증한도: 같은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보증기한: 5년 이상 장기 보증서 발급 원칙

•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평가표: 사회적 가치(60점), 경제적 가치(30점), 혁신성과(10점)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신청·상담 신용조사 보증심사 사후관리약정·실행

 신청 및 접수 • 인터넷 또는 가까운 영업점, 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에 직접 신청

| 주관기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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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연락처

구분 보증 관할구역(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서부영업본부 서울서부, 제주 02-710-4512

서울동부영업본부 서울동부, 강원 02-2151-3304

경기영업본부 경기 031-230-1528

인천영업본부 인천 032-450-1658

부산경남영업본부 부산, 경남, 울산 055-730-1961

대구경북영업본부 대구, 경부 053-4230-4671

호남영업본부 광주, 전남, 전북 062-607-9271

충청영업본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539-5608

홈페이지 www.kodit.co.kr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등 

 *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신보 직접 수집 가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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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현황

임직원
2,364명

'16년 기준
보증잔액
44.2조원

서울 서부

서울 동부

경기 

인천

충청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107개 영업점

9개 영업본부
(자본시장영업본부)

10개 보험센터
(2개 보상센터)

15개 재기지원단
(11개 채권관리단)

전국영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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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프로그램 이용절차

단계 설명

보증신청기업의 신용상태와 보증신청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보증상담

보증심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보증금액을 최종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이 신용보증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

   보증료 수납 → 소정의 보증료 수납 후 신용보증서를 채권은행에 발급

신용조사

  자료수집 →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부동산등기사항, 금융거래확인서, 납세(4대보험 포
함) 증명서 등

   현장조사 →  본사 및 주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현황 파악 및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경영방침·계획 파악

| 이용절차 설명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프로그램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사회적 가치 반영

 기업신용등급 산출 생략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별도의 평가표 도입)

우대사항

  보증비율: 100%(전액) 

보증료: 0.5%
*  일반 신용보증 지원 : 

보증료(약1.3%), 보증비율(85%~90%)

 조사수수료(10만~20만원) 면제

금융접근성 제고

 채권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금리인하 정책

비금융 지원 정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경영(전략,인사,재무 등) 및 특화(해외

진출, 지식재산 등)분야 컨설팅 우선  

지원

|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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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

| 주관기관 |  경기도청

담보력이 취약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법인에 한함), 협동조합 

및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영리기업)

 지원규모 •100억원

 지원내용 •운전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기업 당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보증대상 : 운전자금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지원 평가위원회 개최

• 단,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기업은 영업점에서 진행(평가위원회 개

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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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온라인신청 (http://g-money.gg.go.kr)

•접수처 내방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술평가부)

•연중 수시 접수(자금소진 전 까지)

홈페이지 www.g-money.gg.go.kr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Tel. 031-888-5566

경기도 공유경제과  Tel. 031-8008-3590

•신용보증신청서(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주명부(법인), 정관(법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재단발급 가능시 생략)

•사회적기업 인증서류

•기타서류(심사를 위해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구비서류 

| MEMO |



16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 대전시&신용보증기금(충청본부)&하나은행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대전시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규모 •19억원

 지원내용 •융자금의 이자보전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지원한도 : 기업 당 최고 4억원 이내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3년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2년(단, 인증전환 시 최대 5년까지 가능)

•이자차액 지원, 기업 당 3.0%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신청서 접수.

이송(하나은행)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기금)

자금대출

(하나은행)

 신청 및 접수 • 대전시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 방문 및 전화

| 주관기관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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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등

구비서류 

홈페이지 하나은행  www.kebhana.com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  Tel. 042-539-5608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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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도모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규모 • 총 규모 : 5,000억원

• ‘18년 규모 : 150억원

 지원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보증한도 : 같은 기업 당 4억원 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재보증비율 : 60%)

•보증료율 : 연 0.5%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1년(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5년(1년 거치 4년 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취급은행 :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 주관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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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koreg.or.kr

문의처 별도 페이지

•신용보증 신청서(기업실태표 포함)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대표자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변동사항 포함)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정관(규약), 주주명부

•각종 회의록 사본, 인증서 사본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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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SC은행 3층)
033-260-0001

(033-260-0099)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1577-5900

(031-259-7777)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층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1644-2900

(055-715-5130)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1층, 7층)

054-474-7100

(054-474-7104)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1층

062-950-0011

(062-950-0065)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053-560-6300

(053-554-9905)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5층)

042-380-3800

(042-380-3898)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부산신용보증재단 사옥 5층 

051-860-6600

(051-816-4551)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5~18층

1577-6119

(02-3278-8111)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052-289-2300

(053-289-8970)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032-260-1503

(032-260-1570)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4층
061-729-0600

(061-729-0608)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
063-230-3333

(062-230-3388)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 KT&G 제주본부4층)

064-758-5740

(064-758-5750)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530-3800

(041-530-3859)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중소기업진흥센터 5층)

043-249-5700

(043-237-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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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규모 • ‘18년 : 50억~80억원

 운영방식 •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사업수행기관)를 통하여 사

회적기업에 대해 지원

 *  18년 복지사업자: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함께일

하는재단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최대 연 3.9%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상담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실사

사회적기업 소액자금 대출제도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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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 신나는조합: 02-365-0220

• 열매나눔재단: 02-310-9508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02-734-6503

• 함께일하는재단: 02-338-0019

홈페이지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열매나눔재단  www.merryyear.org

민생경제정책연구소  www.peri.or.kr

함께일하는재단  www.hamkke.org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Tel. 국번없이 1397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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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어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견인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내용 • 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

• 대출금액 : 기업 당 1억원 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연 1.8% ~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48개월 이내

• 상환방법

  - 12개월 이하 만기 일시상환

  - 12개월 초과 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

대출 약정

 신청 및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2층  

신나는조합 사회적 금융팀 사업담당자 앞(우편번호 100-861)

2017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신나는조합

| 주관기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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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joyfulunion.or.kr

문의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Tel. 02-365-0220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중 1부

•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

함) 사본

• 2017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신청기업 및 대표자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기업 소개자료, 대표자 신용보고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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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사회적경제 지원기관과 협력사업을 추

진함으로써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견인을 목적으

로 함

 지원대상 • 해당 권역의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대구, 경북,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제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지원내용 • 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신청조건 : ‘17년 1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법인에 한함

• 대출금액 : 기업 당 5,000만원 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연 1.8% ~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48개월 이내

• 상환방법

 - 12개월 이하 만기 일시상환

 - 12개월 초과 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

대출 약정

 신청 및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2층 

신나는조합 사회적 금융팀 사업담당자 앞(우편번호 100-861)

2018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신나는조합

| 주관기관 |  신나는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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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joyfulunion.or.kr

문의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Tel. 02-365-0220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중 1부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 2017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기업소개자료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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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1년이상 영업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

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영

리)

 지원규모 • 50억원

 지원내용 • 부동산 상가 매입비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융자한도: 상가매입비의(매매계약서상 금액) 100% 이내

• 최대한도: 20억원

• 융자금리: 1.5%(고정)

• 융자기간: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1단계>

융자공모(경기도) 접수

융자결정 접수(신한) 상담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융자지원 사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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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재단)

융자지급신청
(신청인)

접수
(신한)

융자지급결정
(신한)

교육수료
(신청인)

융자지급
(신한)

융자실행
(경기도)

 신청 및 접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홈페이지 www.gg.go.kr

문의처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Tel. 031-253-7875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Tel. 031-8008-3590

• 사업계획서, 융자결정 신청서

•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원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영업활동증빙자료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거래신고필증

• 부동산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관련서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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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자

활기업 등

 지원규모 •총 규모 : 50억원 목표

•‘18년 규모 : 7.5억원

 지원내용 <운전자금>

•창업 : 10개 기업(기업 당 1,000만~2,500만원)

•성장 : 5개 기업(기업 당 5,000만~1억원)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창업 : 사업개시 3년 이내

•성장 : 사업개시 3년 이상 또는 연매출 3억원 이상

•심사기준 :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일자리창출가능성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공모 서류심사 현장심사 대면심사

 신청 및 접수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정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bef@rise.or.kr)로 접수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 금융지원사업    사회적기업연구원

| 주관기관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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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rise.or.kr

문의처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공동기금 운영사무국 

Tel. 051-753-2501, bef@rise.or.kr

•지원신청서

•신청기업 정보입력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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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성장을 돕고자 함.

 지원대상 • 화성시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외)

 지원규모 • 총 620억원

 지원내용 •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경영개선 지원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이자 1%

• 심사내용 : 기금상환가능성(20), 사업계획실현가능성(40), 사회적 가치(40)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서류 및 현장실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신청 및 접수 • 화성시청 본관5층 사회적공동체과 방문 접수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사업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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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sc.hscity.go.k

문의처 화성시청 사회적공동체과(사회적경제기획팀)  Tel. 031-369-6053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확인증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 2016년, 2017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 신청기업 및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산과세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결산총회 총회의사록,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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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의 사적 이윤추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공익증진과 사회통

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활동을 펼치기 위한 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성북구에 소재중인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규모 • 약 10억원

 지원내용 • 운전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기업 당 최대 3,000만원

•대출기간 최대 5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無)

•대출금리 : 연 1.5%

•무담보, 무보증 (단, 대표자 연대보증 필요)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접수 분 심사

융자

 신청 및 접수 •성북구청 8층 마을사회적경제과 사무실 방문접수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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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seongbuk.go.kr

문의처 성북구청 마을사회적경제과  Tel. 02-2241-3896

•융자신청서, 기업융자추천서,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기업 소개자료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 서류

•대표자 신용보고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지자체에서 자체 발급.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지자체 자체 발급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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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향후 사회적 가

치 확산으로 이어져 사람이 아름다운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 조성의 원동력

이 되기를 바람.

 지원대상 •강동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규모 •1억 2,000만원

 지원내용 •사업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대출한도 : 기업당 3,000만원 까지

•대출금리 : 연0.9%

•상환조건 : 2년 거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및 접수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방문접수

강동구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융자사업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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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강동구청  www.gangdong.go.kr

문의처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Tel. 02-3425-5823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기업 소개자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 서류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조회 동의서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구비서류 

| MEMO |



38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사회적경제조직, 주거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 소셜벤처 등)

 지원규모 •2억원

 지원내용 •운영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융자금리: 최대 2%

•상환기간: 자율결정

• 크라우드펀딩 성공 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에서 10/3의 금액을 

추가 융자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운영기관 협의(비플러스) 펀딩등록

대출진행 자금조달 펀딩진행

 신청 및 접수 •비플러스 웹사이트(대출받기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신청)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비플러스

| 주관기관 |  성동구청



02. 사회적기업 융자   39

홈페이지 www.benefitplus.kr

문의처 성동구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팀  Tel. 02)2286-6608

비플러스  Tel. 02)733-0703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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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함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및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영평가 우수기

업, 환경 분야 대표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지원규모 •5,000억원

 지원내용 •시설자금, 운영자금, R&D투자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운영자금 3년 이내

•대출한도 : 시설자금 업체당 300억원/운영자금 업체당 100억원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취급 가능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융자상담, 차입신청 심사요청

대출금지출 약정체결 여신승인

 신청 및 접수 •영업점 방문 신청

사회적 가치 기업 특별 대출    KDB산업은행

홈페이지 www.kdb.co.kr

문의처 KDB산업은행 영업점 (별도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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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본점 및 영업점 현황

점포명 전화번호 주소

가산 02-2081-3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 V-Tower 2층

강남 02-560-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8 영보빌딩 1,2층

경산 053-819-1900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73 SY빌딩 2층

경주 054-750-8300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경주KT빌딩 1층

광주 062-958-1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1 산업은행빌딩 1,2층

구미 054-450-4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산업은행빌딩 1층

군산 063-440-3600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2층

금남로 062-519-81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대우증권빌딩 3층

금정 051-510-47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비엔빌딩 1,2층

금천 02-3282-89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혜전빌딩 1,2층

김포 031-980-8800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5 청담메디컬센터빌딩 2층

김해 055-310-2220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81 동화선프라자 2층

남울산 052-290-8400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2 나인파크 2층

노원 02-950-9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교보생명빌딩 1,2층

녹산 051-974-41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12-5 JH빌딩 3,4층

당진 041-359-2600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서해빌딩 1층

대구 053-606-2500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2층

대덕 042-939-8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05 대덕티프라자빌딩 1,2층

대전 042-600-62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산업은행빌딩 1층

대치 02-2193-4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대원빌딩 5층

도곡 02-3498-3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1 아카데미스위트A동 2층

동대문 02-2192-71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89 무궁화회관 2층

동탄 031-350-12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2층

마산 055-290-35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한화생명빌딩 3층

마포 02-3140-04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1,2층

목포 061-280-540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6 산업은행빌딩 1층

반월 031-481-04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15 위너스타워 2층

반포 02-3488-8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반포래미안퍼스티지중심상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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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 051-240-1600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산업은행빌딩 1,2층

부천 032-620-1200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88 산업은행빌딩 1,2층

부평 032-363-5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2층

분당 031-789-1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삼성생명빌딩 1,2층

산본 031-420-9500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43-6 한숲스포츠센터 3층

서소문 02-398-950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 한산빌딩 1층 

서초 02-3488-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대각빌딩 1,2층

성동 02-3408-96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3 세종빌딩 2,3층 

성서 053-605-4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산업은행빌딩 1층

송도 032-540-83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1층

수원 031-220-73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경기도새마을회빌딩 1,2층

시화 031-496-44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산업은행빌딩 1,2층

신문로 02-398-96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우건설빌딩 1,2층

아산 041-537-2300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2 메디포스빌딩 2층

안산 031-412-06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산업은행빌딩 1층

안양 031-380-09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42 산업은행빌딩 1,2층

압구정 02-3218-0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중산빌딩 1,3층

양산 055-380-8500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BYC빌딩 2층

양천 02-3219-85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03 목동로데오빌딩 6층

여수 061-690-8500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빌딩 1층

여의도 02-2000-0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2층

영업부 02-787-57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본점 원형관 1층

오창 043-249-24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7 오창리치아노 2층

용인 031-280-61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벤포스타빌딩 2층

울산 052-270-490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6 산업은행빌딩 1,2층

원주 033-760-380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2 골드플라자 1,2층

의정부 031-850-84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1 네오타워빌딩 6층

인천 032-450-34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2 코아루파크드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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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 전화번호 주소

일산 031-920-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1 모아나빌딩 1,2층

잠실 02-2240-8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시그마타워 1층

잠원 02-2240-1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65 미래빌딩 2층

전주 063-230-66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8 산업은행빌딩 1,2층

제주 064-720-1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대우증권빌딩 1층

종로 02-398-6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1,2층

진주 055-749-4300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3 롯데인벤스 1,2층

창원 055-268-2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산업은행빌딩 1,2층

천안 041-559-26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1,2층

청주 043-229-29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6 산업은행빌딩 3층

춘천 033-240-1400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104 스카이원빌딩 1,2층

충주 043-850-7700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195 1,2층

판교 031-779-81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8 마크시티그린빌딩 2층

평택 031-659-0500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20번길 39 합정동타임스퀘어빌딩 2층

포항 054-288-45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산업은행빌딩 1층

한티 02-3469-2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3층

해운대 051-749-83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2층

화성 031-350-37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7 태성프라자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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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성 특례보증을 통해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

하는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고령친화산업 영위기업, 1인 창조

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원 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고객의 신용등급, 사업소득, 매출액 규모, 담보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최

저대출금액 제한은 없음)

• 운전자금대출 :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방식(최대 5년)

• 시설자금대출 :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방식(최대 15년)

• 적용이율 결정방법

 -  6개월, 12개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다만, 대출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 고정금리 운용 불가)

 - 고객별 상품이익률 범위내에서 최대 연 1.0%p 이내 금리우대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대출상담 및 신청

신용평가

대출등급(금리)결정

대출 의사결정

대출실행

 신청 및 접수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혹은 영업점 방문

사회적기업 N정책성 특례기업 우대대출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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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bstar.com

문의처 KB국민은행 고객센터  Tel. 1588-9999

• 영리법인

 -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비영리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서, 허가서 등

• 필요시 추가서류

 -  영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또는 정관, 개인/기업주의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위임장 등

구비서류 

| MEMO |



46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원 사업자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협약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대출금리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 : 최저 연 3.14% ~ 최고 연 4.14%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대출:

       ·영리기업 단기기준금리 +1.63%p

       ·비영리기업 단기기준금리 +1.35%p

• 상환방식 : 일시상환, 수시상환(수시로대출에 한함),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대출상담 및 신청

신용평가

대출등급(금리)결정

대출 의사결정

대출실행

 신청 및 접수 • IBK 기업은행 인터넷 혹은 영업점방문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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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ibk.co.kr

문의처  IBK 고객센터  Tel. 1566-2566

• 인감증명서(개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

•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총회(이사회)결의서(비영리기업의 경우)

구비서류 

| MEMO |



48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술혁신 기업 및 공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대상 •소셜벤처(S-Venture) 기업

 지원규모 •총 지원규모 : 5,000억원

•‘18년 지원규모 : 300억원

 지원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포함)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보증비율 : 100%

•보증료 : 0.5%p 감면

•보증우대 기한: 최초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시설자금 8년)

•판별표 :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중 혁신성 평가 기준 

(70점, 창업 후 7년이내 기업은 65점 이상) 충족 기업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보증신청ㆍ상담 (서류)접수/조사 기술평가/조사

보증서 발급 심사ㆍ승인

 신청 및 접수 •인터넷 신청 또는 지역 관할 영업점 신청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기술보증기금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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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ibo.or.kr

문의처 지역별 관할 영업점 : 기보 홈페이지 內 연락처 참조 (기보 홈페이지 - ‘기금소개’ 

→ ‘본ㆍ지점 찾기’)

기술보증기금 본사  Tel. 051-606-7470

고객센터  Tel. 1544-1120

<필수>

•기술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주/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선택>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각종 산업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증명 자료

• 각종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 관련(NET, NEP, 녹색기술인증 등) 증명 

자료

*  기타 필요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

본, 납세 관련 증명서 등)는 고객 편의상 정보이용 동의 시, 기보 직접 수집 가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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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함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마을기

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대출한도 : 신용대출 5,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5억원 이내

• 대출기한 : 최대5년

• 이율 : 최저 2%부터

• 상환방법 : 만기일시,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대출접수 1차 대면상담 2차 현장실사

대출금 지급 여신심의회

 신청 및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9)

상생협력대출    동작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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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dongjakcu.co.kr

문의처 동작신협  Tel. 02-826-6300

• 법인 최근 3개년 제무제표

• 법인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이력서

• 인증서

• 기업소개서

• 기타 요청서류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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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기업

 지원규모 •120억원

 지원내용 •시설비, 사업개발비, 운영비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창업기

 - 법인 설립 3년 미만 및 연 매출 4억원 미만

 - 무상 지원, 기업 당 최대 5,000만원

•성장/성숙기

 - 법인 설립 3년 이상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상

 - 기업 당 최대 1억원

 - 무이자, 대출기간 3년(1년 거치, 24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창업기>

서류 현장 면접
공개경연

(4단계)

<성장/성숙기>

서류 현장 면접(3단계)

 신청 및 접수 •LG소셜캠퍼스 홈페이지 신청

LG SOCIAL CAMPUS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LG전자/LG화학

| 주관기관 |  LG전자/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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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LG소셜캠퍼스  www.lgsocialcampus.com

문의처 LG소셜캠퍼스 사무국(사회연대은행)  Tel. 02-2280-3356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정보 입력 파일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규약, 재무제표(최근 3년)

•4대보험 및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과세과세표준증명서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보증금 신청의 경우, 최근 계약본)

• 견적서 및 임대(예정)점포 물건 현황표(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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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 사회적기

업이 이를 통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대상 중 투자자금 회수 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

상되는 기업,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투자대상선정 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제1호
(’11년)

제2호
(‘12년)

제3호
(‘13년)

제4호
(’15년)

제5호
(‘18년)

결성금액

(고용부/민간)

42

(25/17)

40

(25/15)

60

(25/35)

40

(25/15)

결성 예정

(75/미정)

 운영방식 • 조성총액 중 60%는 주목적 투자대상(지원대상)에 투자, 나머지 40%는 일

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투자

 지원내용 •시설비, 사업개발비, 운영비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별도의 공모기간 없음

 신청 및 접수 •각 호별 투자조합(투자운용사)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주)

문의처 <제1호·제2호 투자조합> 미래에셋벤처투자(주) Tel. 031-780-1440

<제3호 투자조합> 포스텍기술투자(주) Tel. 02-3457-6403

<제4호 투자조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주) Tel. 02-2183-2750

<제5호 투자조합>‘18년 하반기 투자운용사 선정 예정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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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고용 창출 규

모를 확장하는 사회적 가치의 Scale-up 효과를 도모

    자본시장의 풍부한 투자자금이 사회 공헌의 차원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펀드 운용기간 중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

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할 예정인 기업

 지원규모 • 110억원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사회적 가치 평가: SK그룹이 재정한 사회성과인센티브 평가 방법론을 활용

하여 투자 기업 전체의 사회적 가치 평가 예정

 신청 및 접수 • IBK투자증권

사회적기업 펀드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www.ibks.com

문의처  IBK투자증권WM강북센터  Tel. 02-6932-2001

| 주관기관 |  한국성장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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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 지원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

활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운영방식 • 참여 신청 → 프로젝트 업로드 → 일반 사회적 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 → 프로젝트 성공/실패

• ‘18년 : 참여기업 상시모집(5.2.~9.30.)

 지원내용 • 후원형(리워드형), 증권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크라우드펀딩 참여 시 무료 컨설팅

• 크라우드펀딩 성공 시 수수료 지원(유형별 상이)

• 크라우드펀딩 성공 시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 협약보증 우선 대상 선정

• 우수기업 선정 시 상금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리워드배송/증권발행/대출진행 자금조달 펀딩진행

펀딩등록운영기관 협의(오마이컴퍼니, 비플러스)

 신청 및 접수 • 오마이컴퍼니 웹사이트(프로젝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 비플러스 웹사이트(대출받기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신청)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오마이컴퍼니&비플러스

|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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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후원형, 증권형> (주)오마이컴퍼니 www.ohmycompany.com

< 대출형> B플러스 benefitplus.kr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과평가팀  Tel. 031-697-7772, 7775

 오마이컴퍼니  Tel. 02-388-2556

• 공통 서류 : 사업계획서

• 기타 서류 : 유형별 별도 제출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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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환경, 보건, 평등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에 부응

 지원대상 • 글로벌 임팩트 기관이 널리 활용중인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명시된 사회·환경·보건·기근 등의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중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규모 • 200억원

 신청 및 접수 • 라임 자산운용&크레비스파트너스(공동 운용)

임팩트 투자 펀드    라임/크레비스파트너스

홈페이지  크레비스파트너스  www.crevisse.com

라임 자산운용  www.smartlime.co.kr

문의처 크레비스파트너스  Tel. 02-569-2431

라임 자산운용  Tel. 02-786-9806

| 주관기관 |  한국성장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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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기획 및 마케팅, 홍보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창업)자금 조달 역량 강화

 지원대상 • 서울시 은평구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컨소시엄

 지원내용 • 후원형 또는 기부형 크라우드편딩 준비, 실행, 지원 및 1:1 컨설팅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심사기준 : 프로젝트 적합성, 참여팀 평가,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필요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 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증서 가본

• 조직 소개자료 및 기타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기업 신청 심사 및 선발 오리엔테이션

펀딩 전달 및 성과공유회 크라우드 펀딩 진행 기업별 컨설팅 1,2차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접수: epse@ephub.net

서울시 은평 크라우드펀딩 연계 컨설팅    (주)오마이컴퍼니

| 주관기관 |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홈페이지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www.ephub.net

(주)오마이컴퍼니  www.ohmycompany.com

문의처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김혜연매니저  Tel. 02-355-7913

(주)오마이컴퍼니  Tel. 02-38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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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신선하고 가치있는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

 지원대상 • 부산지역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내용 •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프로젝트 무료 컨설팅

• 펀딩 종료 이후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추가 자금 매칭

 지원절차
 (보증절차,대출절차 등) 기업 신청 설명회 심사 및 선발 기업별 컨설팅

펀딩 종료 및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칭자금 전달
크라우드 펀딩 진행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홈페이지

부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주)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  (사)사회적기업연구원  www.rise.or.kr

(주)오마이컴퍼니  www.ohmycompany.com

문의처  (사)사회적기업연구원  Tel. 051-517-0266

(주)오마이컴퍼니  Tel. 02-388-2556

| 주관기관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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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visse  
파트너스

투자대상 및 선정과정

• 투자대상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후보 발굴은 심사 3개

월 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함

• 사업계획, 임팩트 창출계획, 재무투자계획 등의 사업 계획 자료들과 수차

례의 기업가 및 팀 인터뷰 등을 통해 대상 기업의 사회적·재무적 임팩트를 

평가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은 투자 방법, 조건, 목표 성과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

의를 진행하며, 6개월~1년 사이의 현실적인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0.3~5.0억원 사이의 투자금액을 결정

•  투자위원회 승인을 통한 최종 확정을 하고 투자 계약 후 자금을 진행

사이트주소

•www.crevisse. com

D3 쥬빌리
투자대상 및 선정과정

• 한국 및 해외에서 사회환경적 가치가 높은 ICT 스타트업들을 발굴하여 투자

• 헬스케어, 교육, 금융, 에너지, 커머스 분야의 ICT혁신과 소셜임팩트가 만

나는 지점에 집중

지원내용

• 재무적인 투자가능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측

정하고 글로벌 임팩트평가기관인 B-Lab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D3에서 투

자 받은 기업이 임팩트 평가툴인 GllRS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정보를 투

자자에게 제공

사이트주소

www.d3jubilee.com

임팩트 투자 기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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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oong
투자대상 및 선정과정

• 다양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만드는 신생 및 초기 단계 소셜벤처의 비즈니

스 모델 안착을 위한 13주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

지원내용

• 선발팀 모두에게 3천만원 즉시 투자 (보통주 8%, Post Valuation 3.75

억원 고정)

• 매주 팀의 현황과 가설을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 

이후 월 1회)

•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벤처캐피털 네트워크

사이트주소

www. sopoong. com

mysc
투자대상 및 선정과정

• 사회이슈 연계 비즈니스모델의 확산성, 대표를 포함한 팀원의 기업가정신 

중심으로 선정

•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의향을 묻고 비즈니스모델 등을 포함한 IR(투

자설명회) 진행하고 큰 규모의 투자인 경우 사내 투자위원회를 통한 투자 

검토

지원내용

• 기업과 사회 부문의 중간에서 균형 있는 중재자로 규모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하고, 그러한 모델이 지속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경영자문과 임팩트 

투자 제공

사이트주소

www.mysc.co.k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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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I
투자대상 및 선정과정

• HGI는 자신의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

의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생산해내는 소셜벤처들의 성장을  

지원

•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합리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스스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의 교차점을 찾을 수 있는 기

업에 우선

사이트주소

www.hginitiative.com

행복나눔재단
투자대상 및 선정과정

•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집중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대상을 선정

• 공정한 선정을 위해 기업 경영, 재무, 사회적 가치 평가 전문가 등이 평가

에 참여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인내 자본을 투자

• 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 투자는 Equity Financing(보통주, 우선주 등) 및 

Debt Finanacing (전환사채인수 등)을 병행

• 투자 방식과 투자 조건은 재단과 사회적기업의 니즈에 따라 합의하게 됩니

다.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영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달성 정도에 

따라 Incentive를 제공

사이트주소

www.skhappi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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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

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규모 •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 8,660억원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7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 2,29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 350억원)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45억원 이내(수도권 제외 지방소재기업 50억원) 

(단, 혁신형기업의 시설자금 등의 경우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결정 기준등급을 하향(1단계)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온라인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융자신청

(전월말까지)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사후관리 대출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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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www.sbc.or.kr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7

• 자가진단표(자가진단 후 출력가능)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자가진단 후 출력가능)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대표자 신분증, 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신청업체의 경우 시설자금 근거서류(계약서, 견적서 등)

•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실적 확인서류

• 고용증가 업체의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월, 1년전 동월)

• 재해자금 상담업체의 경우 재해확인서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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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내용 • 운영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000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공단, 신청 접수 및 평가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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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042-363-7122, 7124, 71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Tel. 042-481-3988

기업마당  Tel. 국번없이 1357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납세(국세)완납증명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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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및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

로 함

 지원대상 •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지원규모 • 2,000억원(상반기 1,400억원, 하반기 600억원)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단, 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우수기업 

등 : 5억원 이내)

• 지원방법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우수기업은 이차보전율 

1% 추가지원)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지원계획공고

(광주광역시)

접수

(경제고용진흥원)
대상업체 결정통지

이차보전

(광주광역시)

여신심사 및 대출

(은행)

승인서 제출

(은행)

 신청 및 접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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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gepa.or.kr

문의처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경영지원부  Tel. 062-960-2621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상환확인서

• 공장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건축허가필증 사본(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에 한함)

• 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우수기업의 경우 인증서 사본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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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

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사회적기업 – 우대업체 적용 대상)

 지원규모 • 3,300억원(일반 3,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5억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 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도 이차보전율 

2%, 시군은 자체계획에 따라 2%~5%)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

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은행협의 및 신청

(업체)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

(시.군)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

(업체)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신청 및 접수 •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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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gepa.kr

문의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금융지원담당  Tel. 054-880-2679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Tel. 054-470-8570, 8550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제공. 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공장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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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자금사정으로 힘든 도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

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시설자금

 - 대출금액 :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대출금액 : 5,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

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

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

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신청

(제주신용보증재단)

사업계획 평가

(제주신용보증재단)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융자 추천(도)

 신청 및 접수 •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제주도



04. 사회적기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77

홈페이지 www.jeju.go.kr

문의처 제주신용보증재단(신청접수)  Tel. 064-758-574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  Tel. 064-710-2634~5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

• 공장설립허가증 사본이나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

•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사본(수입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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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함

 지원대상 • 서울시 중구에 소재중인 중소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점 대상)

 지원규모 • 75억원

 지원내용 • 운전·시설·기술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업체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

• 대출금리 : 연 2.0%

•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 제출(구의 추천을 거쳐 특별 신용보증 가능)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신청서 접수

(업체→구청)

융자 대상자 선정

(구청심의위원회)

융자실행

(은행→업체)

대출심사

(우리은행, 보증기관)

 신청 및 접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신청

• 분기별 신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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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문의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Tel. 02-3396-5698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사업장임차계약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4~2017년)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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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 설비투자 필요자금 지원으로 지역산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

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규모 • 1,000억원(상반기 550억원/ 하반기 450억원)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대출금의 이자 차액 지원)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기업 당 4억원

• 대출금리 : 시종 대출 금리에서 이차보전율(연 1.5%)을 감한 금리

• 대출기간(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신청접수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의 경상남도 내 소재 본. 지점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 접수

은행권별 

대출심사
확정 대출

 신청 및 접수 •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12개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창원시



04. 사회적기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81

홈페이지 www.economy.changwon.go.kr

문의처  경제기업사랑과 경제기업지원담당  Tel. 055-225-3211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 사회적기업 허가(신고) 서류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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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제기된 사회적 금융

은 금융 소외자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에서부터 사회

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와 투자를 해결하려는 요구를 반영하며 다

양한 형태로 발전

• 그러나 기존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대안금융시스템의 

모색 이외에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려는 자

조적 금융 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자조기금을 형성

•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회

원사들간 공동출자를 통해 내부자원을 마련하여 기금

을 형성.

• 자금필요 시 기본요건만 충족된다면 저금리로 대부분 

융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며, 사회적경제기

업의 신용소외현상을 일부 해결함

•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으

며, 규모가 매해 커지고 있는 추세임

사회적기업
자조 금융

추진배경

사회적기업
자조 금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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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

성 강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

합 등)

 운영방식 •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모금으로 배분사업(창

업 지원 등), 교육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원 수행

 지원내용 • 긴급 운영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무담보 대출: 긴급 운영자금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무이자 대출

• 대출한도 : 500만원

• 상환기간 : 2년 이내

• 이율 : 0%

• 기타 비융자사업(생산설비 및 장비 보강사업, 사회적경제학슴동아리 지원사

업 등)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기금 출연(정기·비정기) 협약 및 전달식 기금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 충북시민재단 홈페이지 및 유선

충북사회적경제기금    (사)충북시민재단 

홈페이지 www.dbfund.or.kr

문의처  (사)충북시민재단  Tel. 043-2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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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동·자조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과 생활의 튼튼한 안

전망 마련 및 지속가능성과 자립 기반 조성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공제가입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공제부금 4회차 납부 후(만 3개월 경과 후)

 운영방식 • 공제사업단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 자금 대출

 지원내용 • 장단기 자금 대출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 : 신청 후 3일 이내 대출금 지금

• 신용대출 :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고 3배

• 담보대출 :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고 5배

• 대출 이율 :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금 연 2%, 초과 대출금 연 3.75%

• 상환 조건 : 기본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 조건 결정)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공제가입

4회차 부금 납부 후

자격발생

대출신청서

작성

대출금

입금

대출계약

체결

위원회 승인(순부금잔액내 

대출시 승인 없이 즉시대출)

 신청 및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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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sefund.or.kr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Tel. 070-5099-1672~3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또는 규약,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비영리빈간단체등

록증

• 부금초과 대출신용. 담보대출 추가서류

 -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직전

년도 2년)

 - 재무제표증명원(직전년도 3년, 담당세무사 확인필)

 - 법인 재산세과세증명서 전부

 -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부동산 담보의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 연대보증 시 대표자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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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기업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긴급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회

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를 통해 기금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전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신청 시점 납입 출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회원)

 지원규모 • 누적대출액 약 30억원, 누적대출건수 108건

 운영방식 • 회원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본(한국사회혁신금융 조달), 공적자금(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을 매칭하여 조성, 일정 금액을 출자한 회원사 대상으로 무

담보, 무보증 융자를 집행

 지원내용 • 운영자금

 지원조건
 (보증조건, 대출조건 등)

• 운영자금대출

  - 대출한도: 500만~1억원

  - 대출기간: 6~24개월

  - 상환방식: 만기일시 / 원리금분할 /원금분할(6개월 거치)

  - 이율: 연 3%

  - 심사방법: 서면 / 대면

 지원절차
 (보증절차, 대출절차 등) 신청 서류 제출 심사 인터뷰

대출금액 및 

대출 조건 확정

대출계약 및 

대출금 집행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접수: ksifinance16@gmail.com

사회혁신기금 융자    한국사회혁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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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sifinance.com

문의처 한국사회혁신금융 주식회사  Tel. 02-6408-0080

• 대출추천서 2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 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대표자 이력서

• 지방세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매출채권연계(소액, 일반)대출은 매출채권 증빙서류 체출 필요

구비서류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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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지원

㈜메이커스

인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치한 ㈜메이커스는 이주여성들에게 다문화교육 강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국제 식자재와 음료를 판매하고, 이주여성을 강사

로 훈련시켜 다문화중점 학교 운영 및 일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다문화교육 실

시하며 다양한 교구재를 활용해 학교와 지역 축제에서 다문화 관련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음.

여타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 기업운영에 애로

를 겪어오던 이 기업은 ‘18년 3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여 1억원(100% 전액 보증, 

연 0.5% 고정보증료)을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으로 지원받았음. 

이를 통해 세계 물품을 다량 구입해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다문화교사에 대한 인

건비 등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중국, 이탈리아) 매장 개설

하여 수익금 일부를 중도입국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임.

  관련 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문의 : 신용보증기금 (054-430-4340, 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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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금융 지원 사업(BEF)

(주)미스터박대리

(주)미스터박대리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일자리제공을 하고 재

활용한 배터리를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임.

현재 부산 지역 2개의 직영점과 3개의 가맹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 복지관과 연계

하여 재활용배터리를 각 복지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코배터리 나

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더불어 차량 무상점검을 서비스하고 있음. 

(주)미스터박대리는 사업확장을 통한 매출증대와 고정비용을 자산화 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BEF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금융지원사업에 지원함.

Scale- Up 대출 지원 분야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후 현장실사를 거쳐 대표자 면접심사 과

정을 통과하여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인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게 됨.

기금 지원 후, 기존의 부산 직영 점포를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게 되었고 신규직원 2명이상 

채용하게 되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게 됨. 또한 직영점 확대를 통한 고객 대응력도 높아져 전

년대비 20%의 매출 증대가 예상됨, 더불어 법인의 고정비용으로 유지했던 비용성 자산들을 

고정자산화 함으로써 비용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의 극대화가 예상됨.

매출증대와 수익극대화로 2018년~2019년 취약계층의 고용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에코배터리 나눔 서비스”를 확대 유지 할 수 있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관련 자금 :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금융지원 사업(BEF)

  문의 :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8, www.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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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에프앤씨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목

적을 실현하는 인증사회적기업임. 2014년 7월 법인 설립 이후 총 3회에 걸쳐 사회혁신기금 

자금을 조달했으며, 필요한 시점마다 적절한 금액을 확보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음.

첫 번째 대출은 법인이 설립되고 약 1년 후에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발생함. 고객사들로부터 대금결제 기일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원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운전자금의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회혁신기금의 대출 자금을 

잘 활용하여 거래처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음. 

두 번째 대출은 대기업들과의 공급 계약 체결건수가 점점 많아지던 2017년 초에 발생함.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자금과 홍보 자료 제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 시점이었는

데 사회혁신기금을 통해 다시 한 번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매출이 급성장하는 시점에 좋은 흐름

을 이어갈 수 있었음. 

세 번째 대출은 기존 대형 거래처와의 계약기간이 마감되고 신규 거래처에 대한 본격적인 서

비스 실행을 앞둔 2018년 초에 발생함. 거래규모가 컸던 만큼 초기 운전자금 확보가 매우 중

요한 시점에서 사회혁신기금을 통해 세 번째 대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   

사회혁신기금 대출은 기금 회원사들의 출자금1)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담보, 보증 없이 신용

만으로 운영되는데,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 2인의 추천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선

배 사회적기업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는 과정이 중요시 된다는 

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적절한 자금 조달을 통하여 ㈜한마음에프엔씨는 매출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 고

용의 질 개선, 사회봉사활동 다양화 등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고 있음. 

1)　 회원사 출자금 외에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을 연계하여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관련 자금 : 사회혁신기금

  문의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02-6408-0080, ksifinance.com)

사회혁신기금 이용 사례

㈜한마음에프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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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

(주)녹색친구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16년 1월 창업기업팀들이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

도록 도입되었으며,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현재까지 총 18

개 기업이 8억 5,8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우수 사례인 (주)녹색친구들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사

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임대하

여 주변시세에 비해 8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 

(주)녹색친구들은 사회주택사업의 시범사업자로 최초 선정되어 ’18년 현재 1호 성산점과 2

호 창천점, 3호 봉천점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 운영비 중 일부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조달하였음. ’16년부터 ’18년까지 총 4차에 걸쳐 펀딩을 진행하여 총 2억 6

천6백만원을 조달함. 4차 펀딩의 경우 3호 봉천점 완공을 위해서 모금하였으며 모집액을 활

용하여 무사히 3호점 건설을 완공하였음.

(주)녹색친구들과 같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인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펀딩을 진행할 수 있음, 오마이컴

퍼니 홈페이지에 펀딩 프로젝트가 게시되고, 목표금액의 80% 이상 모집할 경우 펀딩 성공으

로 간주하여 자금이 기업에게 전달됨.   

  관련 자금 : 크라우드펀딩

  문의 : 오마이컴퍼니 (02-388-2556 www.ohmy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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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러스를 통한 신제품 개발 필요자금 대출 및 홍보

남도탁주

비플러스는 사회적기업 등 공익목적사업에 일반 시민들이 ‘대출’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크

라우드펀딩 플랫폼임. 회계사, 금융권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플러스가 사회적기업들에게 

단순한 자금조달 외에 재무관련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조건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해 주고 있음. 

과도하고 복잡한 서류 제출 부담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며, 무엇보다 사회적기

업의 가치에 공감하는 투자자 그룹을 확보해서 해당 기업 및 제품/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음.

남도탁주는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2대에 걸쳐 60여년간 운영되고 있음. 전남 나주

에서 막걸리, 동동주를 빚어 판매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라져 가는 전통주를 연구, 개발하고 

있음. 

나주시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배’를 이용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비용 3천만원이 

필요했음. 또한 신제품(‘배’전통주)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크라우드펀딩 방식인 비플러스 펀딩

을 진행함. 

신제품 홍보를 위해 출시전 제품(배 전통주)을 투자 리워드로 제공했고, 필요자금 전체 조달

(대출) 성공함. 

비플러스 펀딩을 통해 필요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제품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매출 

증대에 기여함.

  관련 자금 : 비플러스 펀딩

  문의 :  비플러스 (02-733-0703, info@benefitplus.kr, www.benefit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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