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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양성

Inspiring and Creating

Social Value

나눌수록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회혁신을 이끄는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skhappiness.org)에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회혁신의 씨앗인 사회혁신가들이
지속가능한 행복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합니다.

2018 행복나눔재단 Annual Report
행복나눔재단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해 사업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018 행복나눔재단 Annual Report는 2018년에 진행된 사업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물론 노력의 과정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면밀히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내부 실무 담당자 및 경영진의 검증을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사회혁신가 양성

Social Value
02

인사말

04

행복나눔재단 소개

08

2018 하이라이트

20

2018 사업 성과
20
30

REPORTING METHOD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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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회혁신을 이끄는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사회혁신의 씨앗인 사회혁신가들이
지속가능한 행복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합니다.

인사말

행복나눔재단은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합니다.
창립 이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모델 개발·확산에 노력해온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1년 간
협력적 방식을 도입하며 성장 모멘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아젠다를 실현 가능한 창의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여럿의 아이디어와 공감대를 필요로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은
사회혁신 인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협력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행복나눔재단 사업 곳곳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2018년에 2년차를
맞이한 Social Innovators Table(SIT)는 사회혁신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성 교류에 힘썼습니다.
SUNNY와 LOOKIE는 대학생과 학교, 소셜벤처와 협력하여 청년 사회혁신가들이 창의성을 활발히
키울 수 있는 토대를 새롭게 마련했고, 사회변화 네트워크를 이끄는 행복얼라이언스는 48개 멤버사
및 7만 명 서포터즈와 함께 아동 장애, 결식,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 사회혁신 임팩트 창출에 기여해온 행복나눔재단은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교훈 삼아 2019년에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미래 인재가 성장하고 사회혁신 사업 모델이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며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을 마주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나눔재단을 향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 인사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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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소개

경영 철학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누는 방법도 혁신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합니다.

MISSION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VISION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

OBJECTIVES

사회혁신가 양성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회 변화 임팩트
확대 위한 인재 발굴,
육성 및 교류 증진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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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혁신가 양성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사회공헌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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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이웃 도시락 급식 사업
MOU 체결

SK 해피스쿨 사업 시작
(쿠킹)

행복한도서관,
행복한뉴라이프 설립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1호
인가

SUNNY·LOOKIE, ‘2018
유스포체인지 페스티벌’ 개최

2006

2009

사회적 가치 기반 임팩트 투자
실시

행복나눔재단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The Social Innovators’
개최

행복나눔재단 사회적 기업 육성
공로 대통령표창 수상

행복ICT, 행복한농원, 행복그린넷,
행복한웹앤미디어 설립

행복도시락, 서대문-은평구마포구-성동구 아동급식 개선
정책 MOU 체결

행복도시락 플러스센터 개소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발족

SIT 시리즈 단행본 ‘매거진 SIT’ 론칭

행복나눔재단 설립

SK 해피스쿨 확장
(뮤지컬, 뮤직, 카)

행복도시락, 공공급식 신메뉴
26종 개발

KAIST 사회적기업가MBA MOU
2기 체결

사회혁신 네트워킹 플랫폼 ‘Social
Innovators Table’ 사업 시작

행복얼라이언스 MOU 체결

행복도시락,
‘더(THE)행복한도시락’ 출시

2012

2014

재단·사회적 기업 사업단 통합

‘SK 뉴스쿨’ 브랜드 리뉴얼

울산행복한학교, 경실련 ‘제1회
좋은 사회적 기업상’ 수상

중국 SK SUNNY 발족

한식 레스토랑 ‘오늘’ 오픈

행복투게더 설립

세상 임팩트 투자 공모전 실시

사회적 기업 사업단 발족

KAIST 사회적기업가MBA 개설

행복전통마을 ‘구름에’ 개장

서울행복한학교, 부산행복한학교
설립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출범

SK SUNNY 제 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SK SUNNY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2007

SK SUNNY 사무국 운영

2010

SK 해피스쿨 전일 교육 실시

우란문화재단 설립

웹진 ‘HappyAnd’ 론칭

SK 프로보노 사업 고도화

2017 행복얼라이언스 파티 성료
제1회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 컨퍼런스 개최

행복얼라이언스, 나눔 페스티벌
'행복얼라이언스 데이' 개최
서울대·숙명여대·한양대와 사회혁신
인재 양성 위한 MOU 체결
SUNNY, ‘2018 장애인먼저실천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KAIST 사회적기업가MBA 4기 졸업
웹진, 사회적가치 전문 미디어
‘The Social Value Times’로 리뉴얼
2017 Annual Report, 미국
‘LACP 비전 어워즈’ 플래티넘 및
‘ARC 어워즈’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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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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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예비 사회혁신가를 위한
‘2018 유스포체인지 페스티벌’ 성료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와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동아리
‘LOOKIE’가 사회변화 아이디어 축제 ‘2018 유스포체인지
페스티벌(Youth for Change Festival)’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유스포체인지 페스티벌’은 대학생들이 가진 우수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사회변화의
시너지를 만드는 축제입니다. 대학생들은 사회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해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사회혁신가
양성

01

대학생 예비 사회혁신가를 위한
‘2018 유스포체인지 페스티벌’ 성료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06

사회변화를 위한 경험을 확장했습니다. 선정된 우수 팀들은

행복전통마을, 구름에 리조트 내 정원 조성

프로젝트 파일럿 운영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시드머니를
받았으며,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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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18 장애인먼저실천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행복도시락,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개·폐회식 제작단 도시락 ‘강원 만찬’ 공급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 SUNNY와 LOOKIE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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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E, 실패 경험을 통해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을 배우는 워크숍 개최
04

SK 프로보노, SK 관계사 임원 참여 프로그램 확대
09

행복얼라이언스, 장애아동 이동권 증진 캠페인
‘세잎클로버+ 페스티벌’ 운영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사회혁신가 양성 연구 논문 발표
10
05

사회혁신가 네트워킹 사업
Social Innovators Table, 배프맵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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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2017 Annual Report,
글로벌 연차보고서 대회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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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18 장애인먼저실천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LOOKIE, 실패 경험을 통해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을 배우는 워크숍 개최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2018 장애인먼저실천상’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를 양성하는 ‘LOOKIE’가 비즈니스 모델

사회통합 부문에서 최고상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에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매년 12월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워크숍은 많은 기업가들이

3일)을 기념해 국민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개최하는 시상식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쳐 성공에 이르는 만큼 LOOKIE도 실패에

SUNNY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10개 지역, 145개 사회복지기관 시설과

좌절하지 말고 재도전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계해 장애문제에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LOOKIE가 공유한 실패 사례는 사례집으로 만들어 2019년

이번 시상식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LOOKIE 동아리 활동자에게 공유하여 발전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주체적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도록 참여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P. 28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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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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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사회혁신가 양성 연구 논문 발표

사회혁신가 네트워킹 사업
Social Innovators Table, 배프맵 론칭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ducators’ Network for Social

‘Social Innovators Table’이 2017년 캠퍼스 내 장애 학생들의

Innovation)는 사회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내 교육자, 연구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했던 드론지도를 새로운

현장 전문가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플랫폼으로 옮겨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학술 공모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 교육자가 사회혁신

‘배프맵’은 서울시가 네이버 지도 이미지 소스를 활용해

인재 양성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운영하는 ‘서울형 지도태깅’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가 양성 분야의 이론적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근성 정보(예: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혁신 인재 양성 확대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주차장시설 등)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합니다. 참여 연구자 중 6팀이 2018년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국내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문턱없는 출입구

학술지에도 게재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사회혁신과 인재육성’을 위한 기존 연구 프로젝트 2건,
신규 연구 프로젝트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 배프맵: ma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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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이라이트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06

행복전통마을, 구름에 리조트 내 정원 조성
전통 리조트 ‘구름에’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행복전통마을은
구름에 방문객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쉼을 선사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정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고택과 조화를 이루는 수목과
초화에 둘러싸인 정원을 거닐며 차별화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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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07

행복도시락,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개·폐회식 제작단 도시락 ‘강원 만찬’ 공급
행복도시락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 도시락
공급사로 선정되어 준비인력과 출연진에게 총 44일간 약 36,000식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 지원을 통해 뛰어난 제품력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식재료 조달 및 메뉴 운영을 지원하고,
행복도시락 원주점과 평창점은 조식과 중·석식 도시락 제조와 납품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강원도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강원만찬’
도시락 메뉴 개발과 용기 지원을, 평창군은 차량운송 편의를 위한
제설작업지원에 협조하는 등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각 기관·조직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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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프로보노, SK 관계사 임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사업 운영 및 업무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한 SK 임원들이 사회적 기업
대표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SK 프로보노에서 마련한 임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기업 대표들은 조직 운영과 리더십에 대해 영감을
얻고, 대학생들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인생 선배에게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보노로 활동한 SK 관계사 임원들에게는
소속 조직 밖의 산업에서의 다양한 시각과 트렌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SK 프로보노는 SK 구성원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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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09

10

행복얼라이언스, 장애아동 이동권 증진 캠페인
‘세잎클로버+ 페스티벌’ 운영

행복나눔재단 2017 Annual Report,
글로벌 연차보고서 대회 수상 쾌거

행복얼라이언스가 아동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행복나눔재단 2017 연차보고서(Annual Report)가 ‘ARC 어워즈(ARC

소셜벤처 토도웍스, 고려대학교와 함께 특별한 축제 ‘세잎클로버+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ARC 어워즈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페스티벌’을 마련했습니다. 세잎클로버+ 페스티벌은

분야 세계 유일의 독립 시상기관인 미국 머콤사(MerComm, Inc.)가

장애아동에게 몸에 맞는 휠체어와 이동성 증진 제품(토도드라이브)을

주관하는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연대회입니다. 뿐만

제공하고, 올바른 휠체어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신체 활동과

아니라 2017년에 이어 ‘LACP 비전 어워즈(LACP Vision Awards)’에서도

긍정적 삶의 태도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년 연속 최고상인 플래티넘 상을 받으며 세계 유수 기업·기관

페스티벌에서는 장애아동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비장애인과의 만남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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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 성과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혁신가 육성
Social Innovators Table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KAIST 사회적기업가MBA
청년 인재 교육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SK 뉴스쿨

Nurturing
Social Innovators
행복나눔재단은 SK 인재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혁신가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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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주요 사업

SPECIAL REPORT

Social Innovators Table이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 확산하는 방법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71,800

명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한
대학생 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일 때 다양한 혁신이 가능하며, 혁신을 위한 협력에 지원이
더해질 때 그 효과는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17년, 세상에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Social Innovators
Table(SIT)’이 탄생했습니다.

SIT 여섯 모임의 기록

첫 번째 모임
2017.2.9

기술 기반 소셜벤처의
혁신 사례

KAIST 사회적기업가MBA

88

네 번째 모임
2018.3.6

혁신가들이 함께 움직이는
방법 <도시재생>

4
1

명

2012년 과정 개설 후, 2018년까지
소셜 미션과 경영 역량을 갖춘 88명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배출

두 번째 모임
2017.6.8

사회혁신가가 말하는
지원 인프라 활용 방법

다섯 번째 모임
2018.7.12

2

5

가능성의 연대
<청년 자립>

SK 뉴스쿨

310

3
세 번째 모임
2017.10.18

명

청년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는 협력 방식

6
여섯 번째 모임
2018.11.8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2008년부터 2018년까지
F&B 분야 전문 인재로 성장한
청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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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

셋.

컨퍼런스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

매거진 이야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분야와 구조를 막론하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사례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닌 좋은 생각을
공유해 결과물을 만들고, 또 그 가치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서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SIT는 모임의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과 자원
활용법 등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SIT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작은 시도를 응원합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소소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실패를 통해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때, 사회혁신이라는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SIT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SIT에서
공유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을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 및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지원합니다.

SIT는 지난 6차례 컨퍼런스를 통해 발굴한 아젠다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때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위한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다양한 활동과 그들의 도전에 대한 SIT의
지원을 고스란히 글로 담아낸 ‘매거진 SIT’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만남과 협력에 대해 기록하고 확산하는
매거진 SIT는 3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SIT에 모이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컨퍼런스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반면, SIT는 사업 담당자들이 각 회차
주제와 관련 있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을 사전에 직접 만나
초대합니다. 명확한 소셜 미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만날 때, 협력의
시너지와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
SIT에 참여한
소셜 이노베이터 수

개

On the Table SIT가 주목한 사회이슈와 어떠한 관점으로
이를 다루는지 서문과 테마를 통해 설명합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으로 사회문제를 묵묵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에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환기합니다.

SIT를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 수
Around the Table SIT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등을 소개하고 그들과
나눈 대담을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또한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소셜 미션에 더욱 집중하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및 SIT를 통해 만난 소셜 이노베이터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Beyond the Table SIT에 참석한 사회혁신 기업 대표 및 지원
기관 종사자를 소개함으로써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신선한 자극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혁신의 외연을
넓혀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그들의 성장을 돕는 액셀러레이팅
기관과 지원 프로그램 등 소셜 이노베이터를 꿈꾸는 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복나눔재단은 SIT를 통해 소셜 이노베이터들을 위한 담론의
장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들의 만남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헤이그라운드, 마루180,
패스트파이브와 같이 다양한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모이는 공유
오피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원기관에도 매거진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가 녹아 있는
매거진 SIT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조명하고 그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채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기 구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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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able@skhappi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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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육성

Social Innovators Table(SIT)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

다양한 사회혁신가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하는 플랫폼으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학위 과정 지원, 컨퍼런스, 연구 공모 등을 추진하며
대학 내 사회혁신가 육성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ACT IV I T Y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사회혁신가들이 다양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자: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 대표, 투자자 및 지원기관 종사자, 대학
교수, 대학생 등 사회혁신가1)
•주제
4회 — 혁신가들이 함께 움직이는 방법 <도시재생>
		
(발표자: 이상욱 어반하이브리드 대표, 홍주석 어반플레이 대표)
	5회 — 가능성의 연대 <청년 자립>
(발표자: 유지황 팜프라 대표, 박진숙 연금술사 대표)
	6회 —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발표자: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김희동 스마트소셜 대표)

OUTCOME

AC T IVIT Y

사회혁신 관련 다양한 학위 과정3)을 지원하여 사회혁신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5

•30개 대학 및 연구기관 교수·연구자 참여, 8개 대학 내 229개 사회혁신 전문
교과 개설

회 컨퍼런스 개최

교육 성과 공유와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연구 결과 공유 및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브라운백 연구세미나' 운영

건 프로젝트 추진

•‘대학의 사회혁신 교육의 재발견과 미래’를 주제로 ‘2018 ENSI 포럼’ 운영
•‘사회혁신 교육의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주제로
‘2018 ENSI 성과 컨퍼런스’ 운영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회혁신가, SIT 연계 협업을 바탕으로
혁신 프로젝트 신규 추진

•Vol. 1~6 발행, 정부·민간 지원 기관, 공유 오피스 등 확산

•한양대-무의재단-매드맵: 장애 접근성 향상 지도 플랫폼 ‘배프맵’ 오픈

사회혁신가 양성 교육의 임팩트 확대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2018년: 총 8편 선정 | 2018년~2019년: 총 8편 선정

회차별 참여자 명단: SIT 홈페이지 참조

6

건 완료

사회혁신가 육성 활성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 학술지 게재
•박재환 교수(중앙대 경영학), 이일한 교수(중앙대 경영학)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인식 분석을 통한 청년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포토보이스 (Photovoice) 방법론 활용”
— 벤처창업연구 제 13권 제 4호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학),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 “멘토역량과
중심으로” — 벤처창업연구 제 13권 제 6호

•김의영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미우라히로키(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지역 기반 시민정치 교육의 내부적 긴장성 문제: 서울대학교 정치
외교학부 수업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한국정치연구 제 27집 제 3호

•세상을품은아이들-한양대: 학교 밖 청년 대상 창업 교육 제공
•일반인 대상 연구 칼럼 ‘ENSI Research Insight’ 시리즈 Vol. 1~3 발간
•잇다-SK 프로보노: 멘토 인력 지원

sit.skhappiness.org

연구 프로젝트

멘토링기능이 창업멘토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창업가특성의 조절효과를

SIT에서 논의한 내용을 아카이브 하고, 육성, 투자,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거진을 발행했습니다.

1)

OU TCOM E

•이정현 교수(명지대 경영학), 김재구 교수(명지대 경영학),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대한 대학 창업교육의 효과 연구” — 생산성논집 32권 4호

•빌드-어반플레이-SK SUNNY: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진행

3) 

학위 과정 상세: ENSI 홈페이지 참조

2)

•어반하이브리드-나누다키친: SK사회성과인센티브 선정 연계

•배종태 교수(KAIST 경영대학), 박지훈 교수(계명대 경영학), 강신형 교수
(UNIST 경영학) “사회적기업가의 사업기회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연구 11권 3호

ensi.skhappiness.org
2) 

SK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

24

•김보경 교수(서울시립대 행정학), 조희진 박사(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
기업과 사회혁신: 사회문제 맵핑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모색”

25

청년 인재 교육

KAIST 사회적기업가MBA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전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배출했습니다.

자원봉사를 넘어 사회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 프로그램으로 진화했습니다.

ACT IV I T Y

‘성장 단계 사회적 기업’ 리더 양성을 위해 창업 육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멘토진 확대 및 멘토링 활성화
•실전형 창업교육 강화를 위한 IR Day 개최 및 투자자 멘토링 확대
•2018 영국 캠브리지 대학(Cambridge Judge Business School)
현장연수(Social Venture Programme) 진행

OUTCOME

AC T IVIT Y

졸업생

95

신규 프로젝트 도입 및 활동 규모를 확대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예비 소셜 이노베이터를 양성했습니다.

% 창업

졸업예정자(5기) 95%1),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사업화 완료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 종사자들의 경영 전문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2건: 콰타드림랩, 에이드런

•KAIST 경영대학 비학위 교육과정 ‘KAIST-SK 사회적기업가 경영 단기 강좌’
운영

•SK사회성과인센티브 선정: 향기내는사람들

•기술에 강점을 지닌 KAIST 본원(대전 캠퍼스)과 기술 기반 사회혁신 모델에
대한 세미나 개최

•임팩트 투자 유치 2건: ㈜아이들랩, 위드포지티브

•졸업생 대외 수상 누적 실적: 총 16개 기업, 누적 47건 (나인에이엠, 웰바이,
물빛, 모닌 등)
1)

졸업예정자 총 22명 기준

•자원봉사 프로그램: 아동·장애인·어르신 대상 문제 해결 위해 233개 기관과
2,400명 SUNNY가 19건 프로그램 운영
•사회변화 프로젝트: 청년 취업 및 정신 건강 등 대학생들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330명 SUNNY가 66개 프로젝트 운영

사회적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인재 육성과정을
강화했습니다.
•한양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 3개 대학 학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빌드,
동구밭 등 27개 사회적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OU TCOM E

사회변화 프로젝트 참가자 비중 증가

21.3

%

전체 활동자 중 사회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해가는 사회변화
프로젝트 참가자 비중 증가
2017년

2018년

6.8%

21.3%

수료자(OB)가 활동 종료 후에도 사회변화 참여 인재로
가치관을 이어나가도록 활동자(YB)와 함께 봉사하는
‘써니패밀리-써니데이’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활동수료자 430명 모집 및 활동, 전국 10개 지역, 봉사 프로그램 33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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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SK 뉴스쿨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혁신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외식산업 분야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청년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ACT IV I T Y

총 20개 대학으로 동아리 규모를 늘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점자 프린터 개발
•한양여대: 한복 저고리의 미를 적용시킨 성수동 연계 수제화 개발
•영남대: 커피자루 재활용 업사이클 제품 제작 및 판매
•동덕여대: 한국 전통의 소재(갓)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주얼리 브랜드 개발
•그외 16개 팀

사회적 가치와 실행력을 제고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을 기르고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OUTCOME

5

개 대학 동아리 창업 역량 확보

AC T IVIT Y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현장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융합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국내 유수 레스토랑 18곳 및 워커힐호텔과 인재육성 공동 프로젝트 ‘스타쥬1)’
총 13주 운영 (호텔 주4일/8주, 레스토랑 주3일/5주), 6개 레스토랑에 취업 연계
•필드트립(식재료 현장 학습) 5회 실시: 오창, 용인, 논산, 김포, 장흥

OU TCOM E

취업률

95

%

•학생들이 직접 졸업행사, 가족런치 등의 연회 기획 및 운영

외부 공모전,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 2건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창의설계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양여대: 대한민국관기념품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상)

외부 투자 유치 2건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축제 ‘SUNNY X LOOKIE 2018 유스포체인지
페스티벌(2018 Youth for Change Festival)’ 개최

•연세대: 연세대 450만 원 + 유스포체인지 페스티벌 수상

•실패 사례 공유를 통한 배움 워크숍 운영

•영남대: 한국업사이클센터 1,500만 원

•동아리 간 연합 활동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워크숍 운영

•10주년을 맞이해 발달장애인과 함께 가꾼 작물로 재능 기부 봉사하는 ‘해피팜’
운영

졸업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유수 호텔, 리조트 및 레스토랑 분야 취업률 95% 기록
•호텔·리조트 분야: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등
•레스토랑 분야: 오늘, 온지음, 무오키, 진진, 테이블포포, 품서울, 정식바,
갓포서울, 밀갸또, 바 피크닉, 스시선수, 쏠레이, 쿠촐로, 톡톡 등

•국내외 연수 지원, 원포인트 특강 (인문·돼지발골·와인·식문화트렌드),
팝업 레스토랑 지원, 홈커밍데이, 기수별 모임 등

1) 

사업화 및 제품 생산·판매

스타쥬(Stage): 실습, 연수라는 프랑스어, 외식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견습생을 의미

•동덕여대: 온·오프라인(오브젝트) 매장 입점, 월 평균 100~120만 원
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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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 성과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
행복얼라이언스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사회적 기업 운영
행복도시락
행복한학교
행복전통마을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사회적 기업 육성
임팩트 투자 지원
SK 프로보노

Developing
Social Enterprise
Model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SK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갑니다.
30

31

숫자로 보는 주요 사업

SPECIAL REPORT

행복얼라이언스가
즐거운 사회변화 네트워크를 통해
나눔의 방법을 확산하는 방법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행복나눔재단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에, 비단 나누는 방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고민하여
기업의 자원과 역량, 그리고 대중의 참여를 모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변화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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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결집된 가치
*	현금, 현물, 서비스 가치의 합

행복얼라이언스 활동 스토리

2016
11

국내 최대 사회변화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출범
12

온라인 서명 캠페인 ‘세상에서
가장 긴 협약서’ 진행

행복도시락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결식이웃에게 전달한
공공급식 수

4,242

만개

2018
06

온·오프라인 매칭그랜트 기부
캠페인 ‘행복상자 선물 이벤트’ 진행

2017
04

‘2017 행복얼라이언스 협약식’
주최

SK 프로보노

07-08

아이들을 위한 직업체험 교육
‘꿈자람캠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플러스캠프’ 진행
11

2,329
30

09

매칭 그랜트 기부 이벤트
‘행복을 잇는 징검다리’ 진행

명

장애아동 이동권 증진 캠페인
‘세잎클로버+ 페스티벌’ 운영
12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SK 구성원 수

11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축제 ‘2017
행복얼라이언스 파티’ 주최

일상 속 나눔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2018 행복얼라이언스 데이’ 주최

31

하나.

둘.

셋.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는
착한 기업들의 협력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참여

나눔을 실천하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축제

2016년 총 14개 멤버사의 참여로 시작한 행복얼라이언스는
48개(2018년 기준)에 달하는 멤버사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에 주목하였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원을 공유하며 연대했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음료품, 생필품,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기관이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기부하며 행복 만들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우리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일상 속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철저한 통찰을 기반으로
기획된 다양한 활동들은 아동 건강과 정서 지원의
중요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나아가
아동 행복을 위한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사 임직원들의 참여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달봉사’ 활동을
전개하였고, 교육복지 지원 우선사업 대상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자람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벤처 토도웍스 및 고려대학교와
함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아동을 위한 이동권 증진
프로젝트 ‘세잎클로버+’를 론칭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멤버사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탄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임팩트를 강화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눔과 의식 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 2회차를 맞이한 ‘행복얼라이언스 데이’는
일상 속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사들과 함께 하는
토크&뮤직 콘서트,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플리마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약 2천 명과
함께 했던 나눔의 축제는 2018년 약 7천 명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약 20만 개 행복도시락 기부로 마무리
됨으로써 행복얼라이언스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016년 진행된 온라인 서명 캠페인
‘세상에서 가장 긴 협약서’는 온라인
서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의
수만큼 아동에게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눔의 필요성에 공감한 3만 명이 넘는 참여자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기부되는
것을 보며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결식 이웃에게 도시락을
기부하는 ‘행복을 잇는 징검다리’
이벤트를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청계천 모전교
부근과 광교-장통교 사이에 각각 LED 징검다리를
하나씩 설치하고 건너는 횟수에 따라 결식 이웃에게
행복도시락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였으며, 이를
통해 약 10만 개의 도시락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8년, 참여만 해도 기부가 되는 일상
속 나눔 캠페인 ‘행복마을’에 약 7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결식 우려 아동에게
행복도시락을 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거나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얼라이언스는 일상 속 나눔 아이디어를 대중과
공유하며 사회공헌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행복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결집된 가치1)는 약 100억 원에 달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이 약 11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변화 네트워크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멤버사들의 활발한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복얼라이언스는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눔의 가치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변화 네트워크로
진화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1) 

현금, 현물, 서비스 가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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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지원

사회적 기업 운영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행복한학교

다양한 자원 공유와 참여 주체 간 협력을 이끌며
사회변화 임팩트를 창출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 시도 및 협력을 추진하며
사업 운영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ACT IV I T Y

아동을 둘러싼 3대 문제 해결에 집중해 아동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OUTCOME

결집된 가치

•아동 건강 증진: 결식 우려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
•교육 격차 해소: 초등·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진로 체험 교육 기회 확대

약

•장애 아동 삶의 질 향상: 이동권 향상 제품 및 휠체어 활용 교육 제공

일상 속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동 관련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행복상자
만들기’, ‘행복마을’ 캠페인(청계천, 석촌호수) 전개
•멤버사, 기부 참여 시민,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는
모두를 위한 축제 ‘행복얼라이언스 데이(플리마켓, 토크&뮤직 콘서트)’ 개최
* 참여 멤버사 상세: 행복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참조

AC T IVIT Y

2

•‘지역 내 먹거리문제 해결’로 비전 재정립 및 위생 점검, 식생활 교육 등 조합
중심 사업 운영 본격화

배 증가

•T-map과 도시락 배송 관리 시스템 구축 및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와
‘아동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추진

건강, 장애, 교육 테마 사회변화 임팩트 확대
•결식 우려 아동 대상 행복도시락 20만 개 기부
•휠체어 전동키트 50개 기부, 휠체어 활용 교육 제공
•교육·복지 우선 지역 학생 1,200명 대상 진로 및 식생활 교육 제공

•8개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동 400여 명 대상
식생활 교육(건강플러스캠프) 진행

행복한학교는 교육 사회공헌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동화책 녹음 자원봉사 운영 및 동화책 제공

•SK E&S, SK 가스, SK 케미칼, SK C&C 등 기업 사회공헌 활동 중 교육 관련
프로젝트(착한 에너지학교, 행복한그린스쿨) 협력 운영

참여 멤버사 및 창출 사회적 가치 증진

•7개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와 함께 교육복지 우선 지역 아동 750명 대상
직업 체험 교육(꿈자람캠프) 시행

•멤버사: 2017년 25개
happyalliance.org

행복도시락은 조합 중심의 운영 기반 조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아동 급식 전문기관 대표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 48개

•결집 자원1): 2017년 38억 원

2018년 62억 원

•약 7만 명 시민 연간 캠페인 참여

OU TCOM E

공공급식

375

만 식 제공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및 28개 행복도시락 센터가
제공한 공공급식 수

참여 아동

2,000

명

행복한학교 교육 프로젝트 참여 학생 수

•행복얼라이언스 기부 연계형 상품 6개 개발
1)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누적 결집된 현금, 현물, 서비스 등 가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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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

행복전통마을

SK 프로보노

전통 리조트 ‘구름에’ 서비스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해
고택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확산했습니다.

SK 구성원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 기반을 마련해
참여를 활성화했습니다.

ACT IV I T Y

고택 체험객이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의식주 관련 전통 체험 프로그램 4종 개발 및 운영
•고택과 조화를 이루는 식재·수목을 통한 자연 친화적인 정원 공간 조성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택의 독특하고 품격 있는 전통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예약 및 판매 채널 개설, 다국어 홈페이지 개설,
외국인 응대 자료 구축 (영/일/중문)

OUTCOME

AC T IVIT Y

누적 숙박객 수

39,000

명 돌파

전통리조트 구름에 이익 및 고객만족 제고
•매출: 8.1억 원
•고객만족도: 2개 기관1) 평균 4.55/5.0
1)

Trip Advisor, 구글 리뷰 등

활동 유형 세분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봉사 참여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자문형: 마케팅·홍보, 사업기획, 재무관리, 법무상담 등 사회적 기업에
경영자문 활동
•프로젝트형: 사회적 기업 지점 오픈 및 홍보 플랫폼 기획 지원 등 사회적
기업 성장 견인 활동
•교육형: 대학생 멘토링, 초등학생 진로 멘토링,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
•봉사형: 다문화 가정 아동 위한 목소리 기부 봉사 등

OU TCOM E

프로보노 활동자

190

% 상승

프로보노 활동자 증가
2017년

2018년

374명

1,065명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프로보노와 사회적 기업
간 활동 매칭률을 높였습니다.
•홈페이지(skprobono.com) 리뉴얼 오픈 및 직접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통해 매칭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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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 구조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Social Innovator를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사회혁신가 양성
사회혁신가 육성
•Social Innovators Table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KAIST 사회적기업가MBA

청년 인재 교육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SK 뉴스쿨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회적 기업 지원
•행복얼라이언스

사회적 기업 운영
•행복도시락

Business
Overview

•행복한학교
•행복전통마을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사회적 기업 육성
•임팩트 투자 지원
•SK 프로보노
*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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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양성
행복나눔재단은 SK 인재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혁신가를 양성합니다.

사회혁신가 육성

Social Innovators Table(SIT)

청년 인재 교육

sit.skhappiness.org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Social Innovators Table(SIT)’은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는 Social Innovator들이 한데 모여 정보와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SK와 행복나눔재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신적 청년 사회혁신가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SIT 컨퍼런스는 발표와 대담, 토론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입니다. 2003년 출범 이후 대학생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나 활동가, 투자자 및 육성가 등이 모여 사회혁신 사례 및 과정을 공유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방안에

자발적∙주도적∙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즐겁고 창의적인 활동을

대해 논의합니다. SIT를 통해 다루어진 주제들은 참여한 사회혁신가들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활발하게 펼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SK SUNNY가 만드는 긍정적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전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국을 거점으로 ‘SK SUNNY 차이나’를 창단하였습니다. SK SUNNY는 학교 폭력,

besunny.com

노인 소외, 장애 편견 등 3대 사회문제 개선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사회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AIST 사회적기업가MBA

sksecenter.kaist.ac.kr

‘KAIST 사회적기업가MBA’는 혁신적 창업 역량과 경영 전문성을 지닌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행복나눔재단이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KAIST와 세계 최초로 설립한 MBA 과정입니다. 재학생 전원 사회적 기업 창업을 목표로, KAIST 경영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사회적 기업 창업 특화 커리큘럼, 창업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OOKIE’는 청년들이 본인의 성장에 주목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가정신을 통해 스스로 경영하는

또한, ‘SK 사회적기업가 센터(SK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는 사회적기업가 MBA 학생의 사회적 기업

과정을 마련하는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육성 동아리입니다. 행복나눔재단은 LOOKIE 동아리 활동 구체화를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회적기업가 MBA 커리큘럼 개발 지원 및 외부 확산,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대학들과 상호협력하며 다양한 전문 교육과 멘토링, 기존 사회혁신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루키들은 전통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유한 전문성과 개성이 묻어나는 표현과 방식으로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sklookie.com

과정을 통해 과거를 발견하고 미래를 통찰하게 됩니다.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

ensi.skhappiness.org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 Educators’ Network for Social Innovation)’는 행복나눔재단과 사회혁신 인재

SK 뉴스쿨

양성에 관심을 갖는 대학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30곳이

‘SK 뉴스쿨’은 외식산업 분야 직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경쟁력을 지닌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 공모, 스터디 모임, 교수법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국내 최정상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과 함께 조리와 서비스 기본 교육은 물론 현장 감각을 기르기 위한

sknewschool.com

실습 위주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 음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의 외식산업 전문가를 길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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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SK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갑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행복얼라이언스

사회적 기업 육성

happyalliance.org

임팩트 투자 지원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국내 최대 사회공헌 네트워크입니다. 48개1) 기업이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기업, 조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멤버사로 참여해 다양한 사회공헌 임팩트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및

행복나눔재단은 SK그룹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에 출자하는

캠페인을 실행하며 일상 속 즐거운 나눔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와 협업을 통해

방식으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 기관 및 SK 관계사 등과 협력하여 임팩트

아동의 영양 개선 및 교육 질 향상, 장애 아동의 이동권 향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2018년 기준

SK 프로보노
사회적 기업 운영

skprobono.com

2009년 출범한 ‘SK 프로보노’는 구성원들이 가진 직무 및 관심분야 전문성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SK 프로보노 사업을 담당하게 된 행복나눔재단은 개인과
사회의 동반 성장이라는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문화 사업 노하우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happydosirak.org

고도화되고 체계화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확대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입니다. 식자재 공동구매 및 대상별 영양에 맞는 표준 메뉴 개발로 결식이웃에게 양질의 공공급식을 제공하고 핵심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공유하여 전반적인 급식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행복한학교(서울, 부산, 대구, 울산)

happyschool.skhappiness.org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dg-hf.org

청소년 진로 개발을 위해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청소년이 꿈을 찾고 키워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교육을 지원하며, 진로 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전통마을

gurume-andong.com

SK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고택과 전통마을
활성화를 통해 고택 유지∙보존, 전통문화 계승∙발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리조트 ‘구름에’를 운영하여 고택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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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조직·임원

조직

임원
* 2018년 기준

이사장

* 2018년 기준

이사장

이사

감사

최기원

염재호

유철형

•고려대학교 총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봉주
총괄본부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경영지원팀

김교태
•삼정KPMG 회장

커뮤니케이션팀
정현천
•SK그룹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 팀장

SI 1) 사업그룹

SE 2) 사업그룹

김용갑
•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SI육성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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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교육팀

사업개발

SE지원팀

SE육성팀

SI: Social Innovator
SE: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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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 19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러나 이 책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회적 기업’
모두 구분 없이 ‘사회적 기업’으로 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