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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MISSION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 

VISION

PROJECT

사회변화  

프로젝트 개발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 확산

0302

행복나눔재단은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재단입니다.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번 더 고민하고 한걸음 더 움직입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변화의 중심이 될 청년 인재를 양성합니다. 

차별화된 방식으로 명확한 사회변화 임팩트를 창출·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과 실험에 집중하는 것, 

행복나눔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skhappiness.org

skhappiness.org 행복나눔재단 검색

the_happiness_foundation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 확산

SK SUNNY

LOOKIE

SK 뉴스쿨

세상파일

Social Innovators Table (SIT)

뉴보리

임팩트 투자

행복전통마을

사회변화 

프로젝트 개발

Developing projects for 
social change

Projects for unlocking 
the potential of youth

0504

THE HAPPINES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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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파일

Social Innovators Table

뉴보리

임팩트 투자

행복전통마을 

사회변화  

프로젝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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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PROJEC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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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파일

세상파일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문제 해결 플랫폼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파일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변화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산합니다.

차별화된 문제 해결 방식 

명확한 목표 설정

최적의 파트너십 구축

효과적인 솔루션 개발

사회변화 결과 측정 및 공유

sesang-file.com

세상파일 프로젝트

사회문제  휠체어 사용 아동이 이동 제약으로 

인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해결방법  이동성을 향상시켜주는 전동키트 

제공

목표  전국 휠체어 사용 아동 (만6~13세,  

2천명 추정) 이동성 향상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

사회문제  시각장애 아동이 점자 문맹으로 

인해 균등한 학습 기회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음 

해결방법 점자 학습 도구 및 커리큘럼 제공 

목표  전국 시각장애 아동 (6~13세 

일반학교 재학, 500명 추정)  

점자 문해력 향상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 중 휠체어 안전 사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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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nnovators Table (SIT)

Social Innovators Table은 사회변화 사례를 

만들어가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발표, 대담 그리고 네트워킹으로 구성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참여자 간 협업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사회변화를 이끄는 기업가 및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창출하도록 다양한 실험과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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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 프로젝트 

 2020. 상반기

•  청각 장애 학습 솔루션 

‘소보로탭에듀’ 프로젝트

•  느린 학습자 읽기 학습 웹플랫폼 

‘리:북’ 프로젝트 

•  이주여성 상담 통역가 양성 및  

상담 Tool 개발 프로젝트 

 2019. 08

•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젝트

 2018.07

•  취약 계층 청년들을 위한  

창업 교육 프로젝트

SIT 9회 컨퍼런스 <이주여성의 자립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가능성> (2019년 11월)  

Social Innovators Table 구성

컨퍼런스 SIT 프로젝트

SIT 컨퍼런스   

1 회 2 회 3 회 4 5회 회

9 회 8 회 7 회 6 회

2017.02  

기술 기반 소셜벤처의 

혁신사례

2019.11 

 이주여성의 자립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가능성

2017.06  

사회 혁신가가 말하는 

지원 인프라의 활용방법

2019.07 

 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가능성

2017.10 

청년 사회 혁신가를 

성장시키는 협력의 방법

2019.03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

2018.03 

 혁신가들이 함께  

움직이는 방법, 도시재생

2018.07 

 가능성의 연대, 

청년 자립

2018.11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sit.skhappiness.org

 2018.03

•  캠퍼스 장애 접근성 지도 '배프맵' 

제작 프로젝트

*  컨퍼런스 후 

매거진 SIT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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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리는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영상 채널입니다.

세대갈등, 지역격차, 재난·재해, 청년문제, 녹색소비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의미와 재미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합니다.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 ‘New Volunteer’를 

확산하고자, 콘텐츠를 통해 다룬 주제들을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함께 실험적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newvori

뉴보리 영상 리스트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상대방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며 진로에  

대한 고민에 공감하고 서로를 격려 

화재, 사이버 범죄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 및 범죄에 대한  

행동 요령을 알리고 예방수칙을 전달

우리 우정 뽀에버 - 자술서

대국민 안전보장 퀴즈쇼 - 완벽한 탈출

미디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을 

방문하고, 해당 장소가 가진 고유성과 

가치를 전달

같은 직업군의 주니어와 시니어가 

만나 직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격차를 해소

팔도강산 프로젝트 - 이동네 인생샷

우쥬라이크티타임 - 라떼는 말이야

뉴보리 뉴보리 검색



전통 리조트 ‘구름에’ 전경

14

임팩트 투자 규모

‘구름에’ 리조트 내에 소재한 북카페 

Impact  
Investing 임팩트 투자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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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전통마을

행복전통마을은 전통 리조트 ‘구름에’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했던 고택을 보존하기 위해 2014년 7월, 전통 리조트 ‘구름에’를 

개장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구름에’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 리스트 2019 

크레파스솔루션

2017 

토도웍스

2016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2015 

토닥토닥협동조합 

세진플러스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브레이브팝스컴퍼니 

사회적협동조합품앗이마을 

언리미티드인도네시아 

에코맘의산골이유식

2014 

마이크임팩트 

오르그닷 

트래블러스맵 

오요리아시아 

로앤컴퍼니 

동부케어 

에누마 

위누

2013 

파머스페이스

gurume.andonggurume-andong.com

197

4240

개 기업개 펀드

억원억원

직접 투자간접 투자

임팩트 투자  

총 금액

억원

*2019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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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 확산  

SK SUNNY

LOOKIE

SK 뉴스쿨

1716

PROJECT FOR UNLOCKING 



SK SUNNY

청년 사회변화 인재를 양성하고자 2003년 설립된 

국내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단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주도적·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소외, 안전, 청년, 교육, 환경, 5가지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약 3,500명 대학생이 청년 사회변화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여러 지역에 청년 사회변화 가치와 임팩트를 확산합니다.  

1918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만들어 가는 사람

보다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창의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사람

SK SUNNY 인재상

정체성 합리적 공감 책임감

환경 개선 취지로 진행한 수원 신곡 초등학교 벽화 활동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분리수거 인식 개선 캠페인 (2019년)

sk.besunnybesunny.com blog.besunny.com

SK SUNNY 5대 사회상  

모두가  

안전한 사회
환경이 

지속 가능한 사회 

청년이  

행복한 사회 

소외 없는 

사회

교육이  

다양한 사회

sksunny_official



LOOKIE 

LOOKIE(루키)는 청년이 직접 사회변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동아리형 플랫폼입니다.

대학 동아리 기반인 LOOKIE는 청년이 동료와 함께 사회변화 모델을 기획하고, 실패를 통해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학과 상호 협력하며 다양한 전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회 혁신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성장을 지원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전국 30개 대학에서 650여 명이 활동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사회변화 

인재 육성 동아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120

LOOKIE 인준 동아리 • 가톨릭대 • 경희대 • 고려대 • 동덕여대 • 단국대 • 명지대 • 부경대 

• 부산대 • 상명대 • 서울시립대 • 성균관대 • 성신여대 • 숙명여대 

• 숭실대 • 서강대 •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대 • 연세대 • 영남대  

• 이화여대 • 인하대 • 아주대 • 전남대 • 중앙대 • 창원대 • 한양대  

• 한양여대 • 한국외대 • 한국전통문화대 • KAIST 

* 2020년 1월 기준

LOOKIE 육성체계 

체계적인 사회변화  

인재 육성 시스템

대학 동아리 협업과 

연합 활동 플랫폼 제공

교육자 및 대학 육성기관  

네트워크 지원

한∙중∙베트남 대학생  

글로벌 교류 지원

sklookiesklookie.com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서울시립대 루키



청년 무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 SK 뉴스쿨은 스스로 성장을 

일구는 20대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부터 탄탄한 기본기와 실습 위주 교육까지,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과 함께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를 길러냅니다. 외식 산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조리학과, F&B학과를 약 10년 간 

운영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해 왔습니다. 취업 100%로 연결된 전문 교육과 청년 자립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상품기획자 양성과정인 

MD학과,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보보안학과를 신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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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개 

조리학과    

셰프 육성 (2008년~ 현재)

최정상 전문 강사진과 함께 한식, 프렌치, 

이탈리안, 제과제빵 기본 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MD학과     

상품기획자 양성 (2020년 신설)

전·현직 MD 강사진과 함께 최신 트렌드와 

마케팅 기획력을 겸비한 유통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F&B학과  

외식경영 및 서비스 분야 인재 양성 (2015년~현재) 

외식 경영과 더불어 특화된 Beverage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식문화를 이끄는 F&B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정보보안학과     

정보보안 전문가 교육 (2020년 신설)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통합적인 교육 환경을 

통해 올바른 윤리관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교육 철학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추구합니다

산업이 필요로 하는

진짜 인재를 키웁니다

살아있는 현장형

교육을 추구합니다 

SK 뉴스쿨 sknewschool SK 뉴스쿨 검색

조리학과 교육 현장

2019년 커리큘럼 중 인문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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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1월 (예비 과정) 

2월~11월 (정규과정)

대상자 

20~29세 청년 (중위 소득 이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지원 제도 

주거·교통·근로 장학 제도 운영

 * 정보보안학과는 차년도 3~6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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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04393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60(동빙고동)

Tel  02-333-3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