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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나는조합은 환경부,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성장 단계의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5월 21일

Ⅰ. 공모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로 환경적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
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 공모명 :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이 함께하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 공모대상   

  ◦ 환경적 사회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성장 
단계의 소셜벤처·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환경문제 해결 기술을 보유하여 상용화 
혹은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현재 환경관련 기술 제품 / 서
비스 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자활기업

소셜벤처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소셜벤처경연대회·기타 사회적기업 및 소셜
벤처 관련 지원/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
처 판별을 받은 기업

⦁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 성격의 스타트업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이 함께하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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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제

  ◦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기업 중 비즈니스모델을 발전
시켜 환경적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

  ◦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의 사업 분야 및 중장기 전략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에 가점 부여

  ◦ 공모 분야

    - 자원순환 / 지속가능한 환경 / 지속가능한 자원 / Battery & Mobility  등

    - SK이노베이션 자회사와 연계 가능한 사업 기술분야 예시

구분 사업 기술 분야 

Ⅰ.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사이클링  

폐플라스틱 MR (Mechanical Recycling of Plastics) 
* 폐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원료로 다시 만들어 재활용하는 기술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 냄새, 불순물 저감 
폐플라스틱 분리/체계 개선 관련 
* PE/PP/PET/PS 등 Resin별 수거 또는 원활한 분리 기술

폐플라스틱 재활용 / 업사이클링 /폐플라스틱 열분해 

윤활유 용기 재활용 

Ⅱ. 폐유 재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폐윤활유 재활용 

핫 오일(Hot Oil/Heat Medium Oil) 재생 
* 공정에서 사용되는 열매체로 사용되는 유류

슬롭유 (Slop Oil) 고부가치화 
* 석유 정제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고, 또는 배출물 중에 섞이는 유류

유분 오염된 폐 활성 알루미나 (Waste Activated Alumina), 폐 실리카겔 (Waste 
Silicagel) 재활용 

Ⅲ.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포장재 관련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 개선 제품(예: 동일 재질의 용기, 마개, 라벨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됨

Ⅳ. 폐열, 폐수 
   재활용 

공장 폐수, 폐열 재활용 

폐수 중 안티몬 제거 관련  

Ⅴ. 지속가능한
   환경(기후, 대기) 

온실가스 (CO2, CH4 등) 및 대기가스 (NOX 등) 저감/처리 
미세먼지 배출 저감 
폴리머제품 저장시설(사일로) 분진 제거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타 기후변화 대응 관련

Ⅵ. 지속가능한 
   자원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 사용량 절감 설비 기술
예) VPP (Virtual Power Plant), Negawatt 등 

바이오 가스 (Bio Gas) 생산/제조 및 관련  

바이오 매스 (Bio Mass*) 원료 제조 및 고부가치화 (연료, 바이오차-탄소저감 등) 
예) 커피박을 활용한 연료 생산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석유, 화학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친환경 케미컬 생산  

Ⅶ. 배터리 &
    Mobility

중대형 배터리 및 미래 Mobility 관련  

Ⅷ. 기타
수질, 대기, 폐기물 악취관련 ICT 전문 
드론 혹은 로봇을 활용한 설비 검사 
기타 자원순환 기술 (감량, 재활용, 고부가 가치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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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자회사 현황

Ⅱ. 세부내용 

□ 선정·지원 절차  

* 해당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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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비즈니스 모델 적합성 제안사업의 구체성

사업수행 역량·전문성 사업 실현가능성

사회적가치
환경문제 해결 시급성 환경분야 SV창출 지속가능성

기존사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환경문제 해결 의지

기술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 기술력 및 상품성

지적재산권 보유 수준 사업 확장 가능성 

SK와의 사업 연계성 
(가점)

비즈니스 연계성 자회사들과의 Synergy 가능성  

 □ 지원내용 

  ◦ 공모전 시상 (소셜 비즈니스 성장지원 대상 풀) : 최대 20개 기업 선정 후 
상금 지급 (상금 기업당 150만원)

  ◦ 시상 기업 후속 지원

    - 공모전 시상 기업 중 사회적 가치, SK와의 비즈니스 연계성 등이 높은 기
업들을 최대 3개 기업 선정하여 육성, 지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쉽 구축

    - 사업화 지원 (최대 2억원) 및 사업 역량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제공

Ⅲ. 공모접수

 □ 접수기간 : 2020. 5. 21(목) ~ 6. 10(수) 17시까지 / 약 4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fct@daum.net)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환경분야 공모전 - 기업명]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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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서식1] 

 ② 사업제안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④ 참가신청 정보 [서식 4]

 ⑤ 제안서 요약본 PT(15P 이내)

 ⑥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⑧ 2019년 재무제표(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2019년 설립 기업인 경우 2019년 2/4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⑨ 공모대상 확인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신고필증 또는 설

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등

  - 소셜벤처 : 육성사업 선정 확인증, 지원약정서, 경연대회 상장, 투자협약서 등 

해당 기관의 사업에 참여 하였거나 지원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 사

항만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Ⅳ. 기타사항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공모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
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신나는조합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
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임

 □ 문의사항은 신나는조합 성장지원팀 (☎ 070-7600-051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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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주관

  ◦ 주최/주관 

  ◦ 후    원   

  ◦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