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매뉴얼(사회적기업 대상)

1. 회원로그인

  STEP1-1. 기업 ID로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2. 승인된 컨설팅 기관 확인

 

 STEP1-1. 경영컨설팅 - 경영컨설팅 기관 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는 인증(지정)된 기업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STEP1-2. 경영컨설팅 기관 안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승인된 기관 목록이 

표시됩니다.

  STEP1-3. 컨설팅기관명을 클릭 시 컨설팅 기관의 상세정보가 출력됩니다.

    제공정보 : 기관 기본 정보, 주요컨설팅 실적, 사회적기업 컨설팅 실적, 전문분야, 

제안서 다운로드 기능 제공



  STEP1-4. 컨설턴트 수(STEP1-2 화면 내)를 클릭하면 컨설턴트 목록이 팝업으로 출력됩니다.

    제공정보 : 컨설턴트 성명, 등급, 고용방식, 이력서 다운로드

2. 경영컨설팅 신청

  STEP2-1. 경영컨설팅 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2-2.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1) 신청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2) 상세 컨설팅 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3) 수진기업 정보(공동형의 경우 총괄기업 정보), 기업 등록시 등록하셨던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며, 

     근로자 수가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우대사항은 최대 3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만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4) 수진기업 재무현황(공동형의 경우 총괄기업 재무현황), 재무현황은 최근 결산 년도를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4) 수진기업 과거 전문컨설팅 지원 목록(공동형의 경우 총괄기업 과거 전문컨설팅 지원 목록), 

     지원 목록은 최대 4개 까지 입력가능합니다.



  5) 수진기업 총괄책임자 정보(공동형의 경우 총괄기업 총괄책임자 정보), 컨설팅을 담당할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6-1) 컨설팅 기관 정보, 검색을 클릭하면 컨설팅기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팝업이 출력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6-2) 컨설팅 기관 정보, 검색을 클릭하면 컨설팅기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팝업이 출력됩니다.

    제공정보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연락처, 홈페이지와 설립년원일은 입력하셔야 

합니다.

  6-3) 원하시는 기관명이나 대표자명을 넣고 검색을 클릭하시거나, 검색만 클릭 하셔도 승인된 컨설팅 

       기관의 목록이 나옵니다. 마지막의 선택을 클릭하면 기업의 정보가 신청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의 : 홈페이지 주소와 설립년월일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7-1) 컨설팅 기관을 선택 후에 과제 책임자(컨설팅 기관)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과 마찬가지로 상단의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에 속한 승인된 컨설턴트 정보가 

       출력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7-2) 컨설팅 기관을 검색을 안하고 클릭 시 아래와 같이 경고 내용을 출력합니다.

  7-3) 컨설팅 기관을 검색을 하고, 클릭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컨설팅 기관에 소속되고, 승인된 컨설턴트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성명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해당 성명의 사용자만 출력됩니다.

     (제공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고용방식, 등급)

  7-4) 해당하는 컨설턴트의 행에 있는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컨설턴트의 정보가 

     과제 책임자(컨설팅 기관)에 정보가 입력됩니다. 입력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력되는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입력되지 않는 항목 :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8-1) 컨설팅 기관을 선택 후에 투입 컨설턴트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과 마찬가지로 상단의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에 속한 승인된 컨설턴트 정보가 

     출력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8-2) 컨설팅 기관 검색을 안하고 클릭 시 아래와 같이 경고 내용을 출력합니다.



  8-3) 컨설팅 기관을 검색을 하고, 클릭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컨설팅 기관에 소속되고, 승인된 컨설턴트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성명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해당 성명의 사용자만 출력됩니다.

     (제공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고용방식, 등급)

  8-4) 해당하는 컨설턴트의 행에 있는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컨설턴트의 정보가 

     투입 컨설턴트 정보에 입력됩니다. 

     화면을 닫지 않고 여러명을 입력할 경우 다른 사용자의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력되는 항목 : 성명, 고용방식, 등급)

     (입력되지 않는 항목 : M/D)

  9) 필수에 해당하는 첨부파일은 모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우대 항목을 1개 이상 선택하신 경우에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시고, 

   컨설팅 신청구분이 공동형인 경우 컨설팅(공동형)참여기업 명단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1) 컨설팅 수행계획서 : hwp, pd, zip 확장자만 등록 가능

   (2)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hwp, pdf, zip 확장자만 등록 가능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hwp, pdf, zip 확장자만 등록 가능

   (4)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hwp, pdf, zip 확장자만 등록 가능

   (5)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 hwp, pdf, zip 확장자만 등록 가능

   (6)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 hwp, pdf, zip 확장자만 등록 가능

   (7) 전문컨설팅(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 hwp, pdf, zip 확장자만 등록 가능



  10) 2개의 동의사항에 동의하셔야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임시저장과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임시저장은 필수와 상관 없이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상태는 임시저장으로 출력됩니다.

    임시저장은 컨설팅 신청을 통해 계속 수정하실 수 있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필수 내용 체크를 

    진행하고, 신청 내용 확인과 수정은 전문컨설팅 신청 목록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2) 컨설팅 신청 화면에서 등록으로 등록을 완료하면 전문컨설팅 신청을 클릭 시 아래와 같이 경로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컨설팅 신청 목록으로 화면이 이동됩니다.

  13) 컨설팅 신청 목록으로 이동시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STEP3. 컨설팅 신청 목록

  1) 컨설팅 신청 목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지금까지 등록하신 컨설팅 신청 내역이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임시저장인 경우 승인상태는 임시저장으로 나오며, 저장을 진행하면 승인상태는 대기로 변경됩니다.

      이 후 전문컨설팅에 대해서 승인 혹은 반려가 되는 경우 해당되는 승인상태가 출력되고, 승인인 

      경우 승인일자를 같이 출력해 줍니다.

      컨설팅기관명을 클릭하면 신청한 내용을 상세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지금까지 등록하신 컨설팅 신청 내역이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승인상태가 대기이거나 반려일 경우에만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이름을 클릭하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클릭하시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