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ZE WINNER 
 역대 입상자

2009년 창업 부문 대상 '공부의 신'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시작한 공부의 신은 학생들에게 교육 멘토링을 제공하는 

소셜벤처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멘토링에서 시작한 

공부의 신의 원래 뜻은 '공부를 신나게'로 공신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창업 부문 최우수상 '시지온' 

시지온은 댓글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심한 욕설을 사용

하는 등의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고자 LIVE RE를 개발했습니다. LIVE RE는 

SNS계정으로 쉽게 로그인하고 작성한 댓글을 해당 계정 타임라인으로 보내 댓글 

작성에 책임감을 갖게하는 플랫폼입니다.

2013년 청소년아이디어 부문 대상 '비크' 

비크는 폐가구를 스피커로 제조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오디오 시스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가구의 효율적인 업사이클링도 유도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폐가구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선순환적 이윤 창출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글로벌 부문 최우수상 '주식회사 케이오에이' 

주식회사 케이오에이는 몽골의 캐시미어, 인도네시아 폐가의 나무를 업사이클링

한 제품 등 개발도상국의 원재료를 발굴해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트레이닝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유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창업아이디어 부문 대상 '우아예' 

우아예는 모바일 콘텐츠로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머니들을 프로그램 

운영 멘토로 고용하여 경력단절을 막고 가정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최 주관 후원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문의처

권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80-3369

경기·인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8966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충북시민재단 043-221-0311

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시간과공간연구소 070-4048-0375

광주·전남·전북·제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383-4747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문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SOCIAL VENTURE 
 소셜벤처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사회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

사회적기업과 목적 및 운영원리는 유사하지만,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소셜벤처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 의지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창업연계 아이디어 부문’ 입상자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 부여(자세한 사항은 대회 공고문 참고)

※ '창업연계 아이디어 부문' 참가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선발 가능 

창업공간 제공 창업비용 지원
최대 5000만원 

멘토링 서비스 자원연계 사후지원 프로그램

2017 SOCIAL VENTURE IDEA COMPETITION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올해 9번째로 개최되는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는 창의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 혹은 10인 미만의 팀으로 신청 

온라인 접수(www.2017svc.com)

        창의 아이디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청소년 부문 / 대학생 부문

         창업연계 아이디어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일반창업 부문 / 글로벌 부문

창의 아이디어 청소년 부문

만 13세~18세 청소년 
(대학생 제외) 

창업연계 아이디어 일반창업 부문

만 19세 이상으로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창의 아이디어 대학생 부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원)생

창업연계 아이디어 글로벌 부문   

만 19세 이상으로 국제개발협력
혹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기창업자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창업연계 아이디어 부문 참가 불가

※ 동일 아이디어로 정부 부처에서 주최·주관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자는 참가 불가

※ ‘글로벌’ 부문 참가자 중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심사 시 가산점 제공(5점)

※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참가자 모집
5.15(월)~7.10(월)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예선심사
서면심사 7월

권역대회 
대면심사 8월

전국대회 
심사·시상식 11월

역량강화지원
멘토링·멘토링 캠프 9 ~10월

※ 후원사 특별상 별도 시상

※ 창업연계 아이디어 부문 수상자에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권 부여(자세한 사항은 대회 공고문 참고)

참 고

모집 부문 

참가 방법

대회 운영일정

시상내용

지원자격

상훈
창의 아이디어 부문 창업연계 아이디어 부문

청소년 대학생 일반창업 글로벌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상

상금 700만원
국무총리상

상금 20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상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상금 25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상

상금 4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상
상금 10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우수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상금 1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상금 2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상금 5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상금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