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가이드 및 FAQ

1.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가이드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 맑은고딕 10pt 작성
○ [붙임1,2,3] 작성 시 최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작성 시 설명문 (파란색)은 삭제하고 작성
○ 작성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출처 제시
○ 서명이 필요한 [붙임1] 공모사업 신청서 및 [붙임4]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는
출력 및 직접 날인하여 스캔한 후 [붙임2] 참가팀 현황, [붙임3] 사업계획서와
합본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공모사업 신청 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공모사업 신청서_단체명’ 으로 작성하여 제출
예) 공모사업 신청서_따뜻한동행

[유의사항]
○ 공모사업 신청서 양식은 변경 불가
○ 마감시간 2021.03.19(금) 23시 59분 이후에는 서류접수 불가
○ 마감시간 이전까지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 제출 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재제출] ‘공모사업 신청서(단체명)’ 명기
예) [재제출]공모사업 신청서(따뜻한동행)

[1차 서류심사 합격시 추가 제출서류] * 해당 서류만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해당서류 사본
2) 법인 재무제표 (2018년, 2019년, 2020년)
3) 기타 인증서 (사회적기업인증서, 비영리단체등록증 등)

2. 공모사업 FAQ
n 지원자 구분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 일반사항은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고(필수), 특이사항은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에만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선택).
(예 : 주식회사 + 사회적기업 미인증 ⟶ 영리법인 항목만 표시)

n 개인은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은 본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n 작년에 설립된 단체의 경우는 작년 법인 재무제표만 제출해도 되나요?
⇒ 네. 설립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신청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 신청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총 상금 5천만원 내에서 사업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 공모사업의 심사 후 최종 상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 예산 작성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요?
⇒ 네. 예산 구성요소 및 비율은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산 구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n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언제 진행되나요?
⇒ 제4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2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n 훈련 및 코칭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훈련 및 코칭은 따뜻한동행과 소셜임팩트오퍼레이션스(SIO)가 함께 진행합니다. SIO 정호윤
대표는 본 공모사업 첫 해부터 함께 해 온 협력파트너로, 전 아쇼카 재무/운영이사(구글 임팩
트 챌린지 Korea 파트너사 PM)로 現비영리·소셜 재무/운영 컨설팅 자문, CEO파트너 자문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통과팀을 대상으로 코칭&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n 결선행사(PT심사)가 궁금합니다.
⇒ 2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결선행사(PT심사)가 진행됩니다. 제한시간 동안 팀 별 사업
소개후, 심사위원단 및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결선행사 방식이 조정 운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n 멘토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및 기관의 사업 특성 및 팀의 욕구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멘토로 매칭할 예정입니다. 이후 과정은 최종 선발팀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n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실행 후 성과에 따라 추가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 공모사업 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 네. 공모사업 전 과정(훈련 및 코칭, 2차심사, 결선PT행사)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