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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만드는 행복,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행복,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커지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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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365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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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해피스쿨 사업 시작(쿠킹)

·  행복나눔재단 설립

·  중국 SK SUNNY 발족
·  사회적 기업 사업단 발족
·  서울행복한학교재단 /

부산행복한학교재단 설립

·  재단 / 사회적 기업 사업단 통합
·  한식 레스토랑 ‘오늘’ 오픈
·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개설
·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출범
·  SK 해피스쿨 전일 교육 시작

·  ‘SK 뉴스쿨’ 브랜드 리뉴얼
·  행복투게더 설립
·  행복전통마을 ‘구름에’ 개장
·  SK SUNNY 제 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  우란문화재단 설립

·  행복나눔재단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The Social Innovators> 개최

·  행복도시락 플러스센터 개소
·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MOU 2기 체결
·  행복얼라이언스 MOU 체결 및 캠페인 개시
·  SK 프로보노 사업 고도화 추진
·  행복ICT-행복한웹앤미디어 통합

·  결식이웃 도시락 급식 사업 MOU 체결

·  SK SUNNY 사무국 운영

·  SK 해피스쿨 확장 
(뮤지컬, 뮤직, 카)

·  행복한도서관 / 행복한뉴라이프 설립
·  행복ICT / 행복한농원 / 행복그린넷 / 

행복한웹앤미디어 설립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1호 인가
·  사회적 가치 기반 임팩트 투자 실시

·  행복도시락, 서대문 - 은평구 - 마포구 - 성동구 
아동급식 개선 정책 MOU 체결

·  행복도시락, 공공급식 신메뉴 26종 개발
·  울산행복한학교재단, 경실련  

‘제1회 좋은 사회적 기업상’ 수상
·  세상 임팩트 투자 공모전 실시
·  SK SUNNY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  웹진 <HappyAnd> 론칭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 기 원

인사말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행복나눔재단은 나눔의 방법과 모델을 개발·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SK 사회공헌 전문 
재단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혁신적 모델로 행복나눔재단이 주목한 것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교육문화 사회공헌 
모델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사회적기업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인재 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한 청년 인재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스스로가 삶과 훗날 후배 양성이라는 교육 선순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문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건강한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나눔 선순환 모델을 이어온 행복나눔재단은 기업 사회공헌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 즉 올바른 인재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은 행복나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미래 사회공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공유하고 새로운 인재상인 ‘Social Innovators(사회 혁신가)’를 제시하여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재단의 성과를 집대성한 ‘디지털 백서(archive.skhappiness.org)’를 오픈함으로써 함께 해 온 10년, 함께 할  
100년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지금까지의 발자취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나눔의 방법을 혁신하고 앞장서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나눔이 

내일의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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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lights of 

2016

행복나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the Social Innovators’

2016년, 행복나눔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교육문화에서 혁신적 성과를 일궈온 
행복나눔재단은 10주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 체화한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공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8월 31일(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The Social Innovators, 가치 중심의 혁신인가? 성과 중심의 혁신인가?>라는 주제 아래  
미래 사회공헌이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새로운 인재상, 즉 사회 혁신가가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들어 주요 관계자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행복도시락, 서울시 공공급식 정책화 추진

행복나눔재단은 결식 아동 급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고 도시락형 공공급식 정책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행복도시락이 
공공급식으로 제공되는 비율은 기존 5%에서 15%로 
높아졌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아동들은 영양과 
맛이 향상된 고품질 급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행복도시락, ‘플러스센터’ 개소

2016년 10주년을 맞이한 행복도시락은  
선진형 사회적 기업 모델인 ‘플러스센터’를  
개소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플러스센터’는 생산 규모, 사회서비스, 제품 경쟁력 
실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결식아동 공공급식과 
사회서비스는 물론 유료 상품의 경쟁력 등  
사업 경쟁력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행복도시락은 중부(1호점)와 서부(2호점) 플러스 
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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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컨퍼런스 사이트



행복한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행복한학교는 방과후학교 사업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방송 EBS, 
미담장학회, 호남대학교 랄랄라스쿨과 MOU를  
체결하며 파트너십과 사업 지역 확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행복한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2017년부터 인공지능(AI), 드론, 가상현실(VR) 등  
미래 콘텐츠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콘텐츠 및  
신사업 개발 등을 본격화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복전통마을, 전통 리조트 ‘구름에’ 신규 패키지 출시

전통 리조트 ‘구름에’가 전통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스냅사진 패키지를 개발하여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가족, 커플 등의 특별한 행사를 스냅사진으로 
남기면서 숙박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구름에 추억 담기 패키지’를 통해 사계절 고풍스러운  
멋 속에서의 시간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름에’는 고객의 니즈(Needs)와 트렌드를  
고택 문화에 접목시켜 전통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조트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16 행복나눔재단 임팩트 투자 패밀리 데이(Family Day) 개최 

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 투자 기업들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패밀리 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대표님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소셜 미션 및 사업 
모델 공유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토닥토닥협동조합과 함께 실무자들의 
심리 상담 시간을 진행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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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2기 육성 MOU 체결

SK가 KAIST와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MOU 2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1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행복나눔재단 또한  
MBA 운영 지원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MOU 1기 기간 동안 졸업생 49명이 배출되었고, 
창업 예정자 45명 중에 42명(93%)이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중 11명은 약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사회적기업가 MBA의  
성과 역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MOU 2기 기간 동안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학생들은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연구 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며 역량을 겸비한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해나가게 됩니다. 

SK 뉴스쿨, 대내외 문화 행사에 참여

SK 뉴스쿨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인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프랑스 문화행사 ‘디네앙블랑 서울’,  
2016 궁중문화축전, 서울시 푸드트럭 행사 
(서울맛차)에 조리와 서비스 파트로  
참여하여 예비 외식 전문가로서의 준비된  
전문성을 선보였습니다.

SK SUnnY,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정식 론칭

SK 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가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를  
2016년 정식 프로그램으로 론칭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는 사회적 기업 지원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2015년 시범 운영되어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20개 기업과 협업하고 홍보, 마케팅,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며 자원봉사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SK 프로보노, 사업 고도화

행복나눔재단은 2016년부터 SK 프로보노 봉사단의 운영을  
맡아 사회적 기업 지원 역량과 자원봉사단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SK 프로보노는 
SK 임직원이 전문 역량을 공익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과 이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2016년의 SK 프로보노는 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존 및 신규 프로보노를 단계적으로 성장 지원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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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사진과 내용 자세히 보기 @ 디지털 백서

[Click]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후기 @ SK SUNNY 블로그

[Click] 사진과 내용 자세히 보기 @ 디지털 백서



The
Social
Innovators

10th Anniversary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모두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
나눔의 모델을 창조하고 나눔의 방법을 혁신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나눔과 성장의	
행보를 돌아보고 사회공헌의 새로운 인재상인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사회공헌활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행복나눔재단의	
역사와 성과를 담은 디지털 백서를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을 발판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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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행복나눔재단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국내외 소셜 이노베이터들과 함께 담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행복나눔재단에서 주목하는 소셜 이노베이터는 어떤 방식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사회 혁신가를 의미합니다. 

‘소셜 이노베이터, 성과 중심의 혁신인가, 가치 중심의 혁신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인재상이 된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사회 혁신 사례들과  

그들의 잠재력을 잘 발현시키기 위한 육성 인프라를 공유하며 사회공헌 활동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이노베이터가 필요한 이유, 역량과 덕목 그리고 다양한 소셜 이노베이터의 등장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만남에서 나눈 사례와 고민은 다양했지만,  
연사들은 사회 혁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을 끌고 나가는 ‘의지’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행복나눔재단의 나눔과 성장의 행보를 돌아보고,  
문제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앞으로도 고민과 실험의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눔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컨퍼런스 키노트 및 세션 중  
주요 메시지

現시대의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적 임팩트는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시작된다.
폴 클라인 / 임팩트 코퍼레이션 대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나 수버월 바트라 / AVPN 대표

the Social Innovators, 사회공헌의 새로운 인재상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242번이나 융자 신청을 거절당했다. 
사회적기업가는 이같은 끈기와 집념, 열망이 필요하다.
이병태 / KAIST 교수, KVI(KAIST Venture Investment Holdings) 대표

사회적기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공감 능력,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해결책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사고이다.
제인 첸 / 엠브레이스 이노베이션 대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은 공동체 관계를 만들고 사회변화를 위한 지름길이 된다. 
수닛 슈레스타 / 체인지 퓨전 대표

평범한 능력이라도 역량의 테두리를 넓히면 누구나 사회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김선경 /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

사회 혁신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강인한 사회적기업가는 공동체라는 따뜻한 둥지에서 만들어진다.
조영복 / 부산대학교 교수, 사회적기업연구원 원장

정직함과 신뢰성은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
스티븐 리 / IUNGO CAPITAL 설립자 및 심사역

꿈을 꾸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실행력을 만들 수 있다.
허미호 / 위누 대표

사회적기업가는 저마다 다른 소셜 미션을 하나로 묶어 같은 목표를 향해갈 수 
있도록 하는 커넥터가 되어야 한다.
이영희 / 토닥토닥협동조합 대표

일에 대한 책임감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는 것 이것이 사회적기업가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한경이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회혁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개개인의 역량과 노하우는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해 공유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이승환 / 청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대표(SK SUNNY 한국 출신)

‘알리바바’의 CEO 마윈은 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혁신을 꽃피우는 씨앗,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웨이한 린 / WEAZM 대표(SK SUNNY 중국 출신)

일본은 3대 이상 이어지는 요리 장인이 많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한 길만을 우직하게 걷는 것이 중요하다.
양준석 / 플레이스 그룹 셰프(SK 뉴스쿨 출신)

또렷한 목적의식은 다양한 리스크와 어려움으로부터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제 역할을 한다.
티 타오 응우엔 (KOTO 베트남 출신) 

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우직하고 묵묵한 자세로 일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순호 / 동구밭 대표(인액터스 출신) 

3650일의 이야기를 담다

행복나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디지털 백서

‘디지털 백서’는 재단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3650일간 쌓아온 뜻깊은 나눔의 기록을
오롯이 담아낸 온라인 매체입니다. 어제의 10년을 겸허하게 성찰하고,  

내일의 10년을 새롭게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3650일을 이어온 나눔의 기록을 디지털 백서를 통해 전합니다. 

지난 10년을 거쳐온 치열한 고민과 다양한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대내외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의 소중한 경험들을 엮은 이 백서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더 큰 나눔으로 향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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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컨퍼런스 사이트

[Click] 디지털 백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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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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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의 새로운 인재상이 된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사회 혁신 사례들과  

그들의 잠재력을 잘 발현시키기 위한 육성 인프라를 공유하며 사회공헌 활동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이노베이터가 필요한 이유, 역량과 덕목 그리고 다양한 소셜 이노베이터의 등장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만남에서 나눈 사례와 고민은 다양했지만,  
연사들은 사회 혁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을 끌고 나가는 ‘의지’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행복나눔재단의 나눔과 성장의 행보를 돌아보고,  
문제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앞으로도 고민과 실험의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눔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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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호 / 동구밭 대표(인액터스 출신) 

3650일의 이야기를 담다

행복나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디지털 백서

‘디지털 백서’는 재단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3650일간 쌓아온 뜻깊은 나눔의 기록을
오롯이 담아낸 온라인 매체입니다. 어제의 10년을 겸허하게 성찰하고,  

내일의 10년을 새롭게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3650일을 이어온 나눔의 기록을 디지털 백서를 통해 전합니다. 

지난 10년을 거쳐온 치열한 고민과 다양한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대내외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의 소중한 경험들을 엮은 이 백서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더 큰 나눔으로 향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현재 행복나눔재단의 백서 홈페이지는 한국어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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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세상에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건강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사회·문화의 이해, 수혜자의 필요성 파악, 

그리고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행복나눔재단은 그 여정이 두렵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의 성공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고,

실패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경험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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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이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Interview _ 01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전하다

“행복도시락이 처음 발족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결식아동의 공공급식 도시락 제조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행복도시락과의 인연으로 전국 28개 센터는 부족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지혜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 행복도시락 2기 이사장으로 취임한 한경이 씨는 그간 취약계층의 밥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대전대덕센터장이기도 한 그는 이사장 취임 후 일주일에 한두 번 서울 사무국을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시간 활동을 이어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밥’이 ‘희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현재 전국 28개 행복도시락 센터는 전체 채용 인원 400여 명 중 70% 정도가 경력단절 여성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입니다. 한경이 씨는 이들이 행복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며, 나눔을 이어갈  
‘무한 동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고 하루하루 꿈을 키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은 아이들에게 먹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행복도시락은 지난 10년간 결식아동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화된 공공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형 사회적 기업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행복도시락으로 인해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도시락이 전하는 ‘밥’은 

‘희망’이자 ‘행복’입니다.

도시락을 먹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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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SK 뉴스쿨 조리학과 2015년도 졸업생

꿈이 현실이 되는 학교를 만나다

외식 산업 분야의 직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SK 뉴스쿨은  

F&B 현업(출신) 강사진과  

실무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준비가 완벽해야 하는 것을 ‘미장플라스(Mise en place)’라고 표현하는데, 제 
인생에 있어 SK 뉴스쿨은 교육계의 ‘미장플라스’와 같았습니다. 지난 1년 간 완벽한 커리큘럼을 통해 기본기를 다졌고, 
다양한 경험은 졸업 후 단기간에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SK 뉴스쿨 조리학과를 졸업한 최승재씨는 현재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퓨전 일식집 멘야미코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도 커져 5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SK 뉴스쿨 2학기 때 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협업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학구열의 소지자였던 그는 현장에서 만난 
다른 셰프들에게 ‘어디에서 배웠냐’며 칭찬도 많이 받고, 직원들에게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며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지난 1년은 요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은 물론, 실제 현장체험과 인문예술교육을 통해 요리사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자 기회였습니다. 이제 전문 요리사로서 기회가 된다면 비슷한 꿈과 열정을 가진 
친구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하며 보답하고 싶습니다.”

Interview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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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프로보노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프로보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가의 입장과 그들의	
고충을 가슴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4년째 SK 프로보노로 활동 중인 정찬우 선임은 지난 2008년 SK SUNNY 하이티처 4기로 활동했습니다. 아동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추억은 SK 프로보노 활동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프로보노 활동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이다 보니 처음 1년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했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활동에 필요한 공부를 틈틈이 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적 프로보노인 SK SUNNY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의 멘토 역할을 자처해 미래 사회를 리드할 혁신 청년 인재 
양성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SK	SUNNY는 봉사 그 이상의 활동입니다.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스스로의 성장,	같이함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업과 세계를 익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한층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선배 써니가 프로보노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분야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어,	
행복나눔재단 사회적 기업 육성팀 인턴에 지원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SK SUNNY 리더그룹 12기 어경찬 군은 2016년 새롭게 발족한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사회적 기업의 홍보·마케팅·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창의성과 실행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젊음의 에너지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꿈을 키운 어경찬 군은 미래의 프로보노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찬우  / SK 프로보노, SK 하이닉스 선임
어경찬  / SK SUNNY 리더그룹 12기, 사회적 기업 육성팀 인턴

재능기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다

SK SUNNY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연속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대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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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장에서 얻은 실전 경험과 지식이 많지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눔재단의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우리의 비즈니스가 사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정량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큰 맥이 짚어지면서 앞으로 더 탄탄하게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소 시·군 지역에 100석(50석 상영관 2개) 규모의 작은영화관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준공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부지 선정부터 
영화관이 완성되기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합니다. 준공 후에는 영화관 전체 위탁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0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9개 작은영화관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무료 관람’이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도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관 운영에 지역 주민을 적극 
채용하여 현재까지 17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냈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2013년 기준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가 100여개 정도 됩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향후 2년 안에 영화관을 
30호점까지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 투자금을 활용하여 티켓 예매 발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편리해진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나누는 기쁨, 영화를 만나는 즐거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선태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소규모 도시에 문화쉼터를 선물하다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투자자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우리가 만드는 가치를 더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Interview _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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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	01  Biz Model 

성과	02 Capital

성과	03  Entrepreneur 

사회적 기업 사업 성과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PROGRAMS IN 2016

행복나눔재단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투자 플랫폼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Biz Model

행복도시락

차세대 교육 콘텐츠와 사업 지역 확대를 추진하여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행복한학교

행복도시락 레퍼런스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사회적·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		매출 상승 위해 신규 조합원 확대 및 공동구매 활성화 강화	
·		결식이웃돕기 사연공모전	‘행복우체통’을 통한 대외 공감대 형성

	혁신 교육 콘텐츠 신규 발굴 및 현장 적용
·		EBS	등 교육 콘텐츠 기업과 교육 공동 사업 위해		

혁신센터 설립하고 콘텐츠 개발에 협력안 마련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경쟁력 제고
·	조합원	’16년	26개 확보
·	매출	’15년	66억 원	 	’16년	78.5억 원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확산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
·		15개 신규 콘텐츠 발굴 완료,	행복한학교 적용 콘텐츠 최종	7개 선정	
·		’16년 하반기 중	3개 적용 완료,	최종	7개 콘텐츠 모두	’17년 적용 예정

 OuTCOME  OuTCOME

 ACTIvITy  ACTIvITy

	행복도시락 새로운 모델 론칭하여 성장 가속화
·		중부·서부 플러스센터 개소하여 사회적 기업의		

제품·규모·경쟁력 강화하고 공공급식 제공 규모 확대	
·	프리미엄 아침 도시락	‘행복한 아침’	론칭하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하고,	SK	도농상생 프로그램	‘자연이랑’과 협업 사례	
	 발굴하여 사회공헌 시너지 창출

	도시락형 급식 정책화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 증진
·	서울시와	MOU	체결하고 결식아동에게 영양품질 향상된	
	 도시락형 급식 제공 지역 확대 추진

 공공급식 전국 제공 수 및 서울시 제공 비율 증가
·		전국 제공 수	’15년	304만 식	 	’16년	366만 식	
·		서울시 제공 비율	’15년	5%	 	’16년	15%

 OuTCOME

 ACTIvITy

전국 366만 식  /서울 15%

26개 조합원  /78.5억 원

	방과후학교 지역 확대 추진
·		대전 교육 사회적 기업	‘미담장학회’,	광주 교육 사회적 기업		

‘호남대학교 랄랄라스쿨’과	MOU	체결
·		’17년도 대전,	광주 방과후학교 사업 진출에 교두보 마련

	행복한학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관리시스템 개발(Web	/	App)	완료 및 오픈	
·		교구교재 쇼핑몰 개발 추진

 사업 지역 확대
‧		’15년	4개 지역(서울,	대구,	울산,	부산)	 		

’16년	6개 지역(서울,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OuTCOME

 ACTIvITy

6개 사업 지역

7개 우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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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Model

행복전통마을

행복 F&C
한식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식·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전통 문화 사업 역량을 고도화하여 안동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SK	도농상생 프로그램	‘자연이랑’	인수하여 식문화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		‘자연이랑’	온라인 서비스 리뉴얼	
·		휴면 고객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 위한 서비스 발굴·개발

	대외 컨설팅 확대하여 문화 사업 경쟁력 확보
·		경기도지사 관사	‘굿모닝 하우스’	개방 컨설팅 및 운영 대행
·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 육성 지원 사업	‘안동 참마 홍보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자연이랑’ 고객 이용률 및 영업 이익 제고
·		고객이용률	’15년	55%	 	’16년	57%
·		영업 이익 상승	’15년	4.7억 원	 	’16년	5.1억 원

 OuTCOME

 ACTIvITy

SK 사회적 기업

사회공헌의 혁신적인 모델을 선보이며 사회적 임팩트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57%  /5.1억 원

	안동 전통 사업 위탁 및 시범사업 개시
·		‘예움터마을’	위탁 사업 기반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지역 기업과의 사업 제휴 확대 추진
·		전통 리조트	‘구름에’	숙박 서비스 연계하여 안동 방문객 유치 강화

	전통 리조트	‘구름에’	고객 유치 방안 강화
·		‘추억 담기 스냅사진 패키지’	론칭하여 전통 문화 휴양 트렌드 선도	
·		지속적인 계절 프로모션 제공하여 신규 및 재방문율 상승 유도

·		행복전통마을 매출	’15년 대비	’16년 약	15%	증가	
·		전통 리조트	‘구름에’	누적 숙박객 수 약	23,300명

*	구름에 오픈	:	2014년	7월

 OuTCOME

 ACTIvITy

15%  /약 23,300명

	SK	사회적 기업	2.0	통한 사회공헌 추진방식 혁신
·		주요	SK	사회적 기업 스케일-업(Scale-up)	및 혁신성 제고	

	행복도시락,	행복한학교 사업 강화 위해 민간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Alliance)’	결성

·		공공급식 도시락 공동 개발 및 메뉴 보완,	방과후학교 교육 질 향상 도모
·		총	14개 기업체 결성하고	12월부터 사업 개시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		14개 기업 연합체	:	GS25,	도미노피자,	웅진식품,	아름다운커피,	올가니카,	

비타민엔젤스,	동부화재,	숭실대학교	CK교수학습계발연구소,	SK플래닛,		
SK하이닉스,	마블러스,	미담장학회,	행복나눔재단,	SK그룹

 OuTCOME

 ACTIvITy

 11개 SK 사회적 기업 매출액(행복나래 제외)
·		매출	’15년	369억 원	 	’16년	429억 원,	16%	향상	
·		사회적 가치	’16년	240억 원

42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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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투자

사회적 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고,
임팩트 투자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임팩트 극대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Entrepreneur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청년 창업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혁신을 위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발굴·육성 생태계 내 영향력 확대
·		임팩트 투자 공모전에 신청한 기업 중	6개사 선정	

(	복지유니온,	베코스,	쏘케어,	엔씽,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텔라)	
·		제4회	IR	Camp	및	Demo	Day	개최하여 임팩트 투자 연계 기회 마련	

	생태계 내 우수 사례 확산
·		‘아시아 최대 벤처 자선 네트워크(AVPN)	2016’에서 행복나눔재단의		

‘사회적 임팩트의 측정 기반 투자’가 우수 사례로 소개

	창업 단계별 맞춤 육성 체계 강화
·		정규 커리큘럼 연계 창업교육 프로그램(SAVE*)	심화 운영
·		SK	및 재단 사업 연계 통해 초기 사업모델	Scale-up	지원	

(행복한에코폰,	SK	SUNNY)
·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주)	협력하여 사업화 단계 기업 지원	

*	Social–Aspiring–Venture–Engine

 발굴 대상을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벤처 
기업으로 확대

·’16년 상반기 세상 임팩트 투자 공모전으로 발굴한 사회적 기업	167개

 3기 창업 과정 재학생 전원 창업 완료
·	11명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사업화 완료(100%)
·	1명 사회적 경제 전문가 배출(사회금융분야)
·	3명 임팩트 투자 유치

 OuTCOME  OuTCOME

 ACTIvITy  ACTIvITy

	임팩트 투자 기업의 성장 지원 및 혁신적 투자 방식 시도
·		투자 기업의 재무적 및 사회적 가치 성장 지원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의	CCVC신디케이트리드펀드에 출자하여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 모색

	창업 육성 및 투자 기관 파트너십 구축
·		디캠프,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등 초기 기업 육성 및 투자 기관과	MOU	체결을	

연속 추진하며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

	선도적 사회적기업가 육성 플랫폼으로의 도약
·	SK-	KAIST	운영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MBA	2기(’17~’21년)	MOU	체결
·	사회적기업가 발굴 사전 프로그램	KSEF*운영(그룹 멘토링 등)

*	KAIST	Social	Entrepreneurship	Forum

 3개 펀드 출자, 18개 사회적 기업 직접 투자 
  펀드 출자, 직접 투자 누적 금액 합계 58.5억 원
  재단 투자 이후 투자 기업이 성공한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 82억 원 

 (’16년 12월 31일 기준)

 졸업생 임팩트 투자 유치 : 총 15억 원 규모(11명, 누적)
·	 	1기	:	2명(’15년)	/	2기	:	6명(’16년)	/	3기	:	3명(’16년)

 ’17년도 5기 21명 중 사업모델 확보 창업가 비중 70% 이상

 OuTCOME  OuTCOME

 ACTIvITy  ACTIvITy

11명  /100%

11명  /15억 원

167개 기업 발굴

58.5억 원  /82억 원

2016 ANNUAL REPORT

2928

행복나눔재단
·사회적 기업 사업
·교육문화 사업

The	Highlights	of		2016 The	Social	Innovators Interview 2016 사업 성과 사업 소개

[Click] 성과 및활동 @디지털 백서 [Click] 성과 및 활동 @디지털 백서



2

교육문화 사업 성과

PERFORMANCE OF  

EDUCATION AND CULTURE 

PROGRAMS IN 2016

행복나눔재단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문화의 가치 향상에 앞장섬으로써		

혁신적인 교육문화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성과	01  Education

성과	02 Culture



 ACTIvITy  OuTCOME

	

	대내외	R&C	및 사회적 기업 연계 통해 프로그램 창의성·전문성 강화	
•	 행복도시락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 정서 케어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	115명,	수혜자	300명)	
•	 	행복한학교 연계하여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서울	/	대구	/	부산 총	15개 학교,	봉사자	118명,	수혜자	136명)
•	 	’16년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에		

SK	SUNNY	100명 참여하여 기업가 정신 배양	
*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참여 기업

상반기	:	동구밭,	로앤컴퍼니,	마이크임팩트,	브레이브팝스컴퍼니,	오요리아시아,	커피지아,	
	 트래블러스맵,	행복도시락,	행복한학교재단,	행복한농원

하반기	:	노란들판,	마노컴퍼니,	모두다,	브레이브팝스컴퍼니,	비타민엔젤스,	세진플러스,	
	 에코파티메아리,	자락당,	행복도시락,	행복한학교

Education

국내 대학생 자원봉사 영역 최초로  
페이스북 팬 수 100,000명 달성

진로토크 콘서트 통한 선후배 네트워킹 확보
·		SK	SUNNY	참여자	370명	
·		SK	SUNNY	출신 우수 모델	15명 발굴

100,000명

370명  /15명

SK SUnnY 프로그램 우수성 인정	
·		수상 경력	: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장관상,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제11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문화나눔대상 수상,	
전주시장 표창(SK	SUNNY	리더그룹	11기 왕기령)

4개 수상

SK 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

한·중 연합 프로그램 및 사회적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리더와 미래 사회 혁신가를 양성했습니다.

	한·중 교류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시너지 창출
•	글로벌 해피노베이터 콘테스트	/	인턴십	/	캠프 및 베트남 얼굴기형아동돕기 등		
연간 프로그램 운영		
·	콘테스트	:		한·중 연합팀 신규 운영 및 최종 선발	

(한국	2팀,	중국	1팀,	연합	1팀)
·	캠프	:		크리에이티브 스쿨 커리큘럼,	중국 내 전파	

(SK	SUNNY	한 중 각	30명,	수혜 아동	80명)
·	인턴십	:	SK	SUNNY	글로벌 리더 양성 체계 도입

	청년 인재 발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고도화	
•		진로토크 콘서트	4회 개최하여 선후배 네트워킹 강화	
•		선후배 네트워킹 프로그램 고도화		
-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홈커밍 데이 등 네트워킹 고도화 위한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ACTIvITy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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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B	현업(출신)	강사 및 산업 연계 확대
•		F&B	현업(출신)	강사 조리학과	73%,	서비스학과	75%
•	지속적인 산학협력 추진하고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확대

	대내외 문화 행사*	참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참여 행사	:	디네앙블랑 서울,	서울시 푸드트럭 행사(서울맛차),	궁중문화축전 등 산학협력 MOU 체결 38건(’16년 12월 기준)
·		’16년,	호텔과 레스토랑 중심으로		

신규	MOU	5건 체결

38건

SK 프로보노

재단의 자원봉사단 운영 노하우와 사회적 기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를 고도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구축했습니다.

SK 뉴스쿨

푸드(Food) 분야 전문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산업 니즈(needs)에 맞는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프로보노 활동 접근성 개선
•	수시 접수 채널 개시
•	사회적 기업과 구성원 간 능동적 매칭 방식 도입
•		활동 분량 낮춘 신규 프로그램 개발

	프로보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수립
•		교육 프로그램 신설(1건)
•	교육 콘텐츠 개발(3건)

참여도 및 운영 활성화	
·		85개 사회적 기업에 자문 제공한		

SK	구성원 수	80명
·		미래 프로보노인	SK	SUNNY에게 자문 활동	

및 멘토링 제공

80명 프로보노

경영 마케팅, Ir 브랜딩, 법률, 통 / 번역, It 등 
17개 분야에서 120건 자문 활동 수행	

120건 자문 활동

’16년 졸업생 취업률
·		조리학과와 서비스학과 평균 약	90%

주요취업처
·		호텔 분야	:	워커힐호텔,	포시즌스호텔,	

컨싱텐제주호텔 등
·		레스토랑 분야	:	권숙수,	더그린테이블,	

디저트리,	밍글스,	스와니예 등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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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y  OuTCOME

한식 문화

한식 레스토랑 ‘오늘’의 레시피를 개발 및 홍보하여 한식 문화의 우수성을 확산했습니다.

사업 소개

	대외 행사 참여 기회 높여 한식 우수성 홍보
•	궁중문화축전	‘고궁문화체험’	중 조식 서비스 운영
•		월간 매거진	<행복이 가득한 집>과	‘한국의 절기음식*’	공동 프로모션 진행

*	단오 다이닝,	동지 파티

•	한국인이 선호하는	‘가정식 메뉴’	소개
한식 문화 확산에 기여	

·		레스토랑	‘오늘’	재방문율		
’15년	76%	 	’16년	83%

83%

Culture

국내 레스토랑 랭킹 2곳 석권	
·		2016	KOREAT	TOP	50	선정,		

2016	블루리본 서베이 수록

 TOP 50선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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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 

vISION

INITIATIvE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MISSION

Mission & Vision

전문성 중심의 교육 사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자립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교육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창의적인 카테고리 리더는	
사회봉사 분야의 변혁을 이끌며	사람을 통한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창의성 중심의 문화 사업 

전통과 생활 문화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섭니다.	
혁신적인 문화공헌 방안을 수행하여	
전통과 문화 가치의 선순환을 이끌어 갑니다.	

효과성 중심의 사회적 기업 사업 

사회적 기업 생태계 발전을 리드하여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회적 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역량있는	
기업가 양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혁신합니다.

행복나눔재단은 나눔의 방법을 혁신하고 나눔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행복’, ‘함께 성장하는 행복’의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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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모델(Social Partners Model)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happydosirak.org

공공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확대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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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school.org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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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고택과 전통	
마을의 활성화를 통해 고택 유지	/	보존,	전통문화 계승발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리조트	‘구름에’를 운영하여 고택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켰습니다.	

행복	F&C	 happyfnc.org

외식산업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SK가 설립한 식문화 사회공헌 전문	
재단입니다.	한식 레스토랑	‘오늘’을 운영하며 한식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외식산업		
분야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SK	뉴스쿨’을 지원하는 데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도농상생을	
위해	SK가 운영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자연이랑’을 인수하며 식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투게더

출소자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출소자들의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도시락 공공급식 사업의 수행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출소자를 사회적	
기업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SK 역량 활용 모델(SK R&C Models) 

행복나래		 mro.co.kr

소모성자재(MRO)	구매대행을 맡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새로운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동반성장형 사회적 기업의 신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ICT		 happyict.co.kr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ICT	 기반 공익 솔루션을 제공하는 행복ICT’와	 ‘장애인고용을 통해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웹앤미디어’가 통합되어 새로운	 ‘행복ICT’가	2016년 출범했습니다.	양사 통합은	 ICT에		
기반한 사업,	인력,	사회적 가치 등의 양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최근의	ICT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에 부합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공익 솔루션을 발굴하여 지속 성장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	
되었습니다.	향후,	행복ICT는	ICT	시장 내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하여 농어촌과 사회적 기업 등에	ICT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실력을 갖춘 장애인	IT	전문가를 육성하는	‘ICT	공익서비스와 장애인 고용을	
혁신하는 국내 최고	ICT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그린넷		 happygr.org

SK브로드밴드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2015년에	‘행복한녹색재생’에서	‘행복그린넷’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현장 직무교육,	기업 내 학교,	기업연수제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장비 검수 및 세척,	포장 등 자원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에코폰		 happyecophone.com

SK텔레콤이 환경 보호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버려지는 중고 휴대폰을	
수리하거나 상품화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및 확산 

사회적 기업 사업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Biz Model’, ‘capital’, ‘entrepreneur’ 등  
3가지 핵심 동력의 균형 있는 발전을 리드합니다. 

Biz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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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육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IR	Camp)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 가속화를 도모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점검,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	투자자 대상 피칭 코칭 등의 교육 및 컨설팅이 제공되고,	투자자,	
투자 기관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회(Demo	Day)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마다 영역별 전문가,	전담 멘토,	담당 매니저가 함께하여 최종 기업 피칭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세상’	웹사이트		 se-sang.com	

‘세상’	웹사이트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투자 관련 프로	
그램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굴

세상 임팩트 투자 공모전

사회 가치와 혁신을 추구하며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망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를 발굴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집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IR	Camp)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Demo	Day를 개최합니다.	

프로세스

지원서 접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발표 심사 IR	Camp 데모 데이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투자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점검,	산업	/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사업전략을	
구체화합니다.

경영 코칭

참여 기업별 관련 사업부	
임직원을 매칭하여		
SK	관계사와의 사업	
연계 기회를 제공합니다.

SK 사업 연계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지표를 도출하고	
정량화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투자자 대상	1:1	개별		
IR	기회를 제공하고,	
데모데이를 개최해		
참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합니다.

Ir

투자 대상 선정 기준

‧소셜미션(사회문제의 명확성, 시급성, 규모 등)
‧대표 및 구성원의 진정성사회적기업가 정신

‧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과거 3년 성과, 향후 3년 예측)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의 혁신성사회적 가치

‧ 대표 및 구성원의 역량(전문성, 실행력, 소통능력) 
‧조직문화경영 역량

임팩트 투자

사회적 가치 기반의 임팩트 투자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조직,	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며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투자 프로세스

투자 대상 선정 실사·평가 투자안 도출 협상 계약·집행

‧ 경영성과 및 성장성 
(매출, 영엽이익 등 과거 3년 성과, 향후 3년 예측) 경제적 가치 ‧재무 구조의 건전성

‧시장 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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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사회적기업가 MBA 

혁신적 창업 역량과 경영 전문성을 지닌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KAIST와 공동으로 개설한		
2년 전일제	‘사회적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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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SK	사회적기업가 센터(SK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는 사회적기업가	MBA	
학생의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회적기업가	MBA	커리큘럼 개발 지원 및 외부 확산,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K 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		 	besunny.com

다양한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실천적 모델 발굴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리드하는 대학생자원봉사단입니다.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라는	SK	사회공헌 자산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신적 청년 인재를 양성합니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주도적·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10개 지역,	중국	5개	
지역에서 연	3,500여 명의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이 젊음의 에너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년 인재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행복을 실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SK	SUNNY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홍보하는	SK	SUNNY	리더그룹,	
SK	SUNNY	출신 선배의 진로 상담 멘토링을 제공하는 진로토크콘서트,	SK	SUNNY	참가자들이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개선 프로그램

학교 폭력,	노인 소외,	장애 편견이라는	3가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아동의		
인성 함양을 도와 학교 폭력을 예방·해소하는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학교’,	 어르신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어르신의	IT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소외 없는 행복한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편견 해소를 돕는	‘장애 편견 없는 행복한세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한 실천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2010년부터 중국 대학생자원봉사단을 운영해오고 있는	SK	SUNNY는 한·중 대학생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해피노베이터 캠프,	콘테스트,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북경	‘SK	행복공익기금회’	설립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Entrepreneur Education

교육문화 사업

전문적인 직업교육 및 창의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청년 인재들을 육성하고,  
더불어 문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갑니다.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청년 인재 및  
리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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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뉴스쿨		 	sknewschool.com

SK	뉴스쿨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외식 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직업교육 프로	
그램으로,	조리학과(Culinary)	및 서비스학과(F&B	Servi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 교육으로 이루어	
지는 현장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및 교육 환경 제공은 물론 인재 양성의 뜻에 동참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	
셰프와	F&B	서비스 전문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학과(Culinary)

전문 셰프가 되기 위한 기본 기능교육은 물론 한식,	프렌치,	이탈리안,	제과제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	
하며,	교육 수료 후 사회진출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자립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인	1조리기구 실습이 가능한 자체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정규수업 이외에도	
현장실습 및 전문가 특강 등 현장감 넘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학과(F&B	Service)

2014년	F&B	서비스매니저 양성을 위해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첫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효과성을 인정 받아	2015년에는	1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내 특1급 호텔,	
레스토랑 전문가들과 함께	F&B	분야의 서비스 기초,	서비스 기술,	식음료,	서비스 영어,	현장학습,	특강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F&B(Food&Beverage)	서비스매니저란 호텔,	레스토랑 등	
F&B	업체에서 제공하는 홀 서비스를 기본으로 매장 총괄,	관리까지 고객 접점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레스토랑 ‘오늘’

한식의 우수한 품질과 독특한 경험을 입체감 있게 전달하며 한식 문화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자연과 문화를 담고 있는 음식,	홀	-	바	-	프라이빗 룸의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	소믈리에	-	접객	-	고객	
관리 등 서비스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통 한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SK	뉴스쿨 청년	
자립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재투자하며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Culture

식문화 가치 확산

SK 프로보노

2009년 출범한	 SK	 프로보노는	 SK	 그룹 임직원이 개인 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 보유한 전문 역량을	
공익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2016년부터	SK	프로보노 사업을 담당하게 된	
행복나눔재단은 개인과 사회의 동반 성장이라는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문화 사업 노하우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체계화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동반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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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임원

이사장

최기원

이사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부총장 
 한국비영리학회 부회장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현천 SK그룹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 팀장

유항제 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SK그룹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 임원

감사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2016년 기준

임 원

※2016년 기준

커뮤니케이션팀

경영지원팀

교육사업팀

행복에프앤씨재단

SK	프로보노	TFSE	개발2팀SE	개발1팀 투자육성팀

이사장

총괄본부장

사회적 기업 본부 교육문화 본부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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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복나눔재단 annual report 

행복나눔재단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6년 한 해 동안의 사업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016년에 진행된 사업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물론
노력의 과정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면밀히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내부 실무 담당자 및 경영진의 검증을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처 : 행복나눔재단
발행일 : 2017년 2월
발행인 : 최기원
연락처 : 04393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60(동빙고동) 
홈페이지 : skhappiness.org
디자인 : (주)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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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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