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y
Incubating Program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교육, 컨설팅, 현지조사, 스터디모임, 매칭데이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내
소셜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개발협력 파트너의 역량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대상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중,
- 개발협력사업 내 소셜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준비 중인 기관
(KOICA 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지원 등)
- 타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소셜 비즈니스 모델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우대조건 : KOICA 민관협력사업 참여 경험 보유 기관,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정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교육/컨설팅/현지조사로 진행됩니다.

모집

~3월 28일

교육

심사

현지조사

컨설팅

사업 기획/운영 역량강화

후속 지원 대상 기관 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4월 3~5주

5월 3주

5월 4주~8월

5월 4주~2022년 1월

교육
일자

시간/형식

4월 13일 10:00 ~ 12:00
(화)
영상 강의
13:00 ~ 14:00
온라인 강의

14:00 ~ 17:00
온라인 워크숍

4월 15일 10:00 ~ 12:00
(목)
영상 강의
13:00 ~ 16:00
온라인 워크숍

16:00 ~ 19:00
온라인 강의

4월 19일 10:00 ~ 12:00
(월)
영상 강의
13:00 ~ 16:00
온라인 워크숍

16:00 ~ 19:00
온라인 강의

4월 21일 10:00 ~ 12:00
(수) 온라인 소모임
13:00 ~ 16:00
온라인 워크숍

4월 26일 10:00 ~ 12:00
(월)
온라인 강의
13:00 ~ 15:00
온라인 워크숍

15:00 ~ 17:00
온라인 강의

주제
[비즈니스 모델링]
소셜 비즈니스 모델(SBM)과 소셜 밸류체인(SVC)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자 자기소개

강사명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
KOICA 사회적연대경제 성과관리 책임자

열매나눔재단
이명희

[비즈니스 모델링]
SBM/SVC 워크숍

한양대학교
임팩트사이언스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개발성과 측정]
사회적연대경제에서의 개발성과란?
[개발성과 측정]
EoM 지표 선정 및 성과목표 연계 기획안 워크숍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
KOICA 사회적연대경제 성과관리 책임자

[회계]
경영의 언어, 회계

심규태
CFO스쿨 대표

[파트너십 구축]
개발사경에서 파트너십이란?
[파트너십 구축]
이해관계자 매핑, 이해관계자 분석, 인게이지먼트 전략 기획안 워크숍
[마케팅]
마케팅의 시작과 끝, 고객을 얻는 법

이명희/신현정
한양대학교 임팩트사이언스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이명희
한양대학교 임팩트사이언스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팀별 발표 준비]
SBM/SVC/EOM/이해관계자 매핑
[팀별 발표]
SBM/SVC/EOM/이해관계자 매핑 발표 및 피드백

팀별 미팅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
KOICA 사회적연대경제 성과관리 책임자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멤버십 거버넌스/파트너십 거버넌스)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워크숍
[조직 구축]
현지 사회적경제조직 구축 방법(경험을 중심으로)

강도욱
맘보싸와싸와 대표

노성채

굿네이버스 PM
말라위 사회적기업 FAIRWAY Enterprise 대표

본 교육은 ‘소셜 비즈니스 모델 개발협력 사업’의 주체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이 팀 워크숍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의 전반을 경험해 보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되었습니다. (6인/팀으로 총 8개팀 구성 예정)
‘[비즈니스 모델링/개발성과 측정/파트너십 구축] 영상 강의’는 2020년 11월 진행된 ‘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성과관리 워크숍’의 녹화본으로 예습 또는 반복학습을 위하여 사전에 링크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컨설팅/현지조사
교육 이수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기관 선정(5월 3주)
현지조사 6개 기관 2021년 5월 4주~8월(지원 기관 현지 인력 또는 현지 리서치기관 활용)
컨설팅 10개 기관 2021년 5월 4주~2022년 1월

신청하기

주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문의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경제부 이현애 과장 (070-4335-3668)
동 프로그램은 KOICA와 열매나눔재단이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