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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시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보다 전문적·혁신적인 지원을 더해 

우리 사회에 따스한 빛을 비춥니다.

본 보고서는 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skhappiness.org)에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skhappiness.org/index.jsp
http://www.skhappiness.org/index.jsp


REPORTING METHOD 

Printed Material

본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Interactive PDF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참조 페이지 

       관련 사이트

2017 행복나눔재단 Annual Report

행복나눔재단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해 사업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017 행복나눔재단 Annual Report는 2017년에 

진행된 사업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물론 노력의 과정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면밀히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내부 실무 담당자 및 경영진의 검증을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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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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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nnovators. 

우리 사회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Social Innovator)”라 불리는 이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활용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섭니다. 

사회혁신가들이 보여준 창의성과 전문성은 10여 년 전 나눔 생태계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고민하던 행복나눔재단에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흩어져 있던 

사회혁신가들을 모아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은 행복나눔재단이 사회혁신가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해입니다. 2016년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Social Innovator’를 

미래 사회공헌 인재상으로 제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사회혁신가 양성을 재단의 

핵심사업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을 한 자리에 초청하여 혁신에 대한 고민과 레퍼런스 

모델을 공유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장(Social Innovators Table)을 운영했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 동아리(LOOKIE)를 대학교에 만들기 

위해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혁신가를 기르는 교육자들이 마음껏 교류하고 

연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ENSI)를 구축하고, 사회 혁신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캠페인으로 확산(행복얼라이언스)하는 등 

새로운 실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식에서 행복나눔재단이 ‘2017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혁신가 및 사회적 기업 생태계 발전에 행복나눔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나눔재단은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 

혁신가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그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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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철학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눔의 방법도 혁신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합니다.

사업 목표

MISSION

VISION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 

사회혁신가 양성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발굴, 육성 및  

교류 증진을 통한 임팩트 확대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행복나눔재단 소개



We nurture social innovators who drive social change 
through various training, education and volunteer 
programs based on SK’s talent nurturing philosophy.

We develop and promote innovative models that can 
efficiently resolve social problems by using corporate 
mechanisms based on SK’s business philosophy.

ESTABLISHING SOCIAL ENTERPRISES 
Happy Meal-box / Happy Meal-box Social Cooperative
Happy After School / Happy After School Social 
Cooperative 
Daegu Happy Future Foundation 
Happy Traditional Village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Happy Alliance

ACCELERATING SOCIAL ENTERPRISES
Impact Investing Portfolio Management

행복나눔재단 소개

04

경영 철학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눔의 방법도 혁신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합니다.

사업 목표

MISSION

VISION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 

사회혁신가 양성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발굴, 육성 및  

교류 증진을 통한 임팩트 확대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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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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행복도시락

행복한학교

행복전통마을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사회적 기업 지원

행복얼라이언스

사회적 기업 육성

임팩트 투자 기업 육성

SK 프로보노

긍정적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사회혁신가를 양성하고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지원·확산합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1호 인가

사회적 가치 기반 임팩트 투자 

실시

2013

재단∙사회적 기업 사업단 통합

한식 레스토랑 ‘오늘’ 오픈

KAIST 사회적기업가MBA 개설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출범

SK 해피스쿨 전일 교육 실시

2012

행복도시락, 서대문-은평구-

마포구-성동구 아동급식  

개선 정책 MOU 체결

행복도시락, 공공급식  

신메뉴 26종 개발

울산행복한학교, 경실련  

‘제1회 좋은 사회적 기업상’ 수상

세상 임팩트 투자 공모전 실시

SK SUNNY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웹진 ‘HappyAnd’ 론칭

2015

‘SK 뉴스쿨’ 브랜드 리뉴얼

행복투게더 설립

행복전통마을 ‘구름에’ 개장

SK SUNNY 제 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우란문화재단 설립

2014

행복나눔재단 사회적 기업 육성 

공로 대통령표창 수상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발족

사회혁신 네트워킹 플랫폼 ‘Social 

Innovators Table’ 사업 시작 

행복도시락, 

‘더(THE)행복한도시락’ 출시

2017 행복얼라이언스 파티 성료

제1회 사회혁신교육자 

네트워크(ENSI) 컨퍼런스 개최

2017

결식이웃 도시락 급식 사업 

MOU 체결

2005

행복한도서관,  

행복한뉴라이프 설립

행복ICT, 행복한농원, 

행복그린넷,  

행복한웹앤미디어 설립

2011

중국 SK SUNNY 발족

사회적 기업 사업단 발족

서울행복한학교, 

부산행복한학교 설립

2010

SK 해피스쿨 확장 

(뮤지컬, 뮤직, 카)

2009

SK 해피스쿨 사업 시작 (쿠킹)

2008

SK SUNNY 사무국 운영

2007

행복나눔재단 설립

2006

07

행복나눔재단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The Social 

Innovators’ 개최

행복도시락 플러스센터 개소

KAIST 사회적기업가MBA  

MOU 2기 체결

행복얼라이언스 MOU 체결

SK 프로보노 사업  고도화

2016

0504

연혁 200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공헌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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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만드는 행복,

함께 성장하는 행복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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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사업 개시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를 양성하는 ‘LOOKIE(루키)’가 첫 발을 내디뎠 

습니다. LOOKIE는 청년 세대가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LOOKIE’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매년 과제로 지정되는 사회 이슈에 대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체득하게 

됩니다. 올해 활동한 LOOKIE 1기는 ‘전통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했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아이디어를 확산할 10개 대학에 

동아리를 신설했습니다.

[ LOOKIE가 개발한 사업 아이디어 시제품 ]

지역 문화 콘텐츠 확산 

플랫폼을 개발한 ‘필리아’

실용성 높은 한복 스니커즈를 

제작한 ‘드림온’

세대 간 스토리 담은 

공예품을 제작한 ‘리유’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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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2017 사회적기업육성 유공 대통령상 수상

행복나눔재단은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행사’에서 ‘2017 사회적기업육성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2006년 설립 이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주목했으며, 사회적 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수상에서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발굴∙육성∙투자 플랫폼 구축, 

그리고 기업가 및 인재양성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단단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 하이라이트

02

사회혁신가 네트워킹 플랫폼  

Social Innovators Table 통해  

새로운 혁신 시도

Social Innovators Table은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는 

사회혁신가들이 한 데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자 새로운 혁신을 함께 시도하는 플랫폼입니다. 올해에는 사회를 

위한 기술 또는 새로운 협업의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거나, 성장 과정에 

지원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공동 

채용 행사 진행, 법률 서비스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등 사회혁신가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사회혁신가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 장애(인) 접근성 지도를 제작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에 협력적 

임팩트 창출이라는 새로운 판을 열었습니다.

P. 2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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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얼라이언스,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

국내 최초 사회공헌 연합체인 행복얼라이언스가 유쾌하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걷기만 해도, 

즐기기만 해도, 사진만 찍어도 기부가 되는 ‘일상 속 기부로 행복을 잇다’ 

캠페인에는 약 15만 명이 참여했고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약 10만 

개 도시락이 결식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플리마켓, 토크&뮤직 

콘서트로 구성됐던 ‘행복얼라이언스 파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눔의 기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08

05

SK 뉴스쿨, ‘스타쥬 프로젝트’ 도입

SK 뉴스쿨이 현장 실습 심화 프로그램인 ‘스타쥬(Stage)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스타쥬’는 실습, 연수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외식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견습생을 말합니다. 스타쥬 프로젝트에는 

2013년 외식산업 인재 양성에 공감하고 SK 뉴스쿨과 MOU를 맺은 

‘더그린테이블’, ‘리스토란테 에오’, ‘오늘’ 등의 레스토랑과 ‘권숙수’, 

‘밍글스’, ‘제로콤플레스’ 등 국내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획득한 레스토랑을 

포함, 총 22곳이 참여하여 프로젝트 질을 높였습니다. SK 뉴스쿨은 

스타쥬 프로젝트와 워커힐호텔 실습을 통해 다양한 업장 경험을 보유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국내 외식산업에 

공급했습니다.

09

P. 2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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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전통마을,  

구름에 리조트 내 북카페 조성

행복전통마을이 전통 리조트 ‘구름에’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 

하기 위해 북카페 ‘구름에 오프(Gurume Off)’를 개장했습니다. 구름에 

오프는 약 1,300권에 달하는 인문학 서적과 브런치, 음료 메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안동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멋스러운 고택 안에서 독서를 즐기는 새로운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P. 28



12

07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급식 사업 확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급식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조합은 먹거리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친환경쌀, 무항생제 유정란 등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조리장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음식의 맛을 높이고 이용객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 노원구 평생학습관 

구내식당을 시작으로 성북구청 구내식당, 청주 SK하이닉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급식 사업확대를 통해 ‘먹거리 질적향상’과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13

09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컨퍼런스 성료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 Educators’ Network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플랫폼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더 많은 교수, 교직원,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대학의 사회혁신가 육성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 각 시간에는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대담 및 사회혁신 인재 양성 관련 연구 

과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8

KAIST 사회적기업가MBA,  

4기 졸업기념 사업발표회 개최

KAIST 사회적기업가MBA 4기가 2018학년도 졸업을 맞이하여 사회 

혁신을 향한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지는 사업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4기 

졸업생들은 지난 2016년도 입학 후 2년 간 고군분투하며 발전시킨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사회적 기업가로서 고민과 성장 비전, 사회 변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 기업의 

임팩트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졸업생들과 대화 시간을 마련, ‘고객의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사회적 기업가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4기 졸업생 17명 중 

94%가 사회적 기업 창업과 사업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P. 20

P. 1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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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써니패밀리’ 론칭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SK 대학생 자원 

봉사단 ‘SUNNY’ 졸업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7

년까지 SUNNY 봉사자는 약 7만 명, 봉사시간은 141만 시간입니다. 

SUNNY는 지난 시간들을 함께 했던 졸업생(OB)들과 현재 활동자(YB)

들이 SUNNY의 이름으로 만나 함께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 

하는 선순환의 장 ‘써니패밀리’를 마련했습니다. 써니패밀리는 나이,  

소속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사회혁신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4 15써니패밀리 홈페이지  

besunny.com/alumni/Intro.sub.action

P. 21

http://besunny.com/alumni/Intro.sub.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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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Nurturing  
social innovators 

행복나눔재단은 SK 인재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혁신가를 양성합니다.

2017 사업성과

17



드림온팀이 개발한 한복 스니커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LOOKIE 1기 미션은 전통 가치를 제대로 해석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 확산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2030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전통 의복인 

'한복'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냈고, 실용성 높은 

스니커즈에 접목한 ‘한복 스니커즈’를 제작했어요.  

더 나아가 성수동 수제화 장인들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어 사회적 가치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콘테스트 수상 이후 어떤 활동을 했나요?

LOOKIE를 통해 개발한 상품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한 

‘2017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부산 벡스코에서 상품을 전시할 수 있었어요. 

한복 노리개도 개발해 ‘K-핸드메이드페어 2017’에서 

전시했고요. 또, 교내에서 성수동 수제화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활동에 

동기부여가 됐던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LOOKIE가 전통 유산(Heritage)과 

독창성(Specialty)을 결합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자신 

있었어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과 

더불어 가치 확산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뚝심을 가져야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LOOKIE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LOOKIE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한복’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고 싶습니다.

 

드림온팀과의 협업은 어떠했나요? 

성수동을 찾는 젊은이들의 열정은 항상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드림온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복이라는 컨셉을 신발에 구현하려면 창의성이 

필요했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야 했지만,  

그 도전과 열정이 우리 또한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기도 하고요. 앞으로 드림온팀과 

함께 구두 산업의 기초 기술을 더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인애, 김지원, 채지영   |   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

드림온(Dream On)팀, 2017 루키(LOOKIE) 콘테스트 우승

임종환   |   서울성동제화협회 구두연구소 소장

수제화 장인

LOOKIE를 통해 전통과 현재의 동행을 바라는 우리들 꿈에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그 빛을 더욱 밝혀 나가는 청년 혁신가로 

성장하겠습니다.

LOOKIE 

‘드림온’은 전통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아이템을 개발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청년 혁신가입니다. ‘LOOKIE’ 1기로 활동하며 

‘서울성동제화협회’ 수제화 장인들과 협업해 한복을 

모티브로 한 스니커즈를 제작했고, ‘2017 LOOKIE 

콘테스트’에서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LOOKIE 1기 드림온팀

임종환 수제화 장인

인터뷰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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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토도웍스의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과  

필요한 자금을 얻었습니다. Social Innovators Table(SIT)이 더 많은 사회혁신가를 

연결해 더 큰 사회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합니다.

심재신    |   토도웍스 대표

Social Innovators Table(SIT) 1회차 발표자, 2017 임팩트 투자 기업

Social Innovators Table

17

SIT를 통해서 공유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토도웍스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기존 전동휠체어 

사용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이동권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총 동원했고 마침내 어떤 수동 휠체어에도 간단하게 

장착하여 전동과 수동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파워어시스트 키트, 

‘토도드라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토도웍스의 혁신 

스토리를 공유함으로써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토도웍스가 계획하는 새로운 도전은 

무엇입니까?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토도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목도했고 그 주변 

비장애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복나눔재단으로부터 임팩트 투자를 

유치했으며, 투자금은 토도드라이브 제조에 투입해 

가격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도웍스’는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전동키트 

‘토도드라이브’를 개발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토도웍스 

심재신 대표는 SIT 첫 번째 모임에서 작은 모터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들을 공유했고, 사업 

성장 가능성과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인터뷰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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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육성

Social Innovators Table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KAIST 사회적기업가MBA

청년 인재 교육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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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OUTCOME

SIT에서 연계한 협업을 바탕으로 

혁신 프로젝트 신규 추진 

행복나눔재단 및 국내 대학 간 협업

 • 엔젤스윙, 토도웍스   대학 캠퍼스 장애(인) 

접근성 향상 지도 제작 추진

참여자 간 협업

 • 퓨처플레이, 토도웍스 및 퍼블리 투자 집행

사회혁신가 육성 활성화를 위한  

8건 연구 프로젝트 수행

• 사회적 경제 실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김의영 교수

• 사회적기업가의 사업기회 개발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KAIST 배종태 교수

• 사회적 기업과 사회혁신 – 사회문제 맵핑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모색  

서울시립대학교 김보경 교수

•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형 신멘토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인식 분석을 통한 진로 

교육과 대학의 인재 교육 연구    

중앙대학교 박재환 교수

•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의 제도적 조건과 사회학 

교육 방법론   서울대학교 권현지 교수

• 순수 이타주의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 

• 한국 대학의 사회적기업가 창업 교육 

실습방법론과 창업교육생태계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이정현 교수

10

사회혁신가 육성

Social Innovators Table(SIT)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

새로운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혁신가들의 

다양한 혁신 시도를 

이끌었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연구와 

대학 내 사회혁신가 

양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개 추진혁신 프로젝트 사회혁신 연구 프로젝트 8 건

ACTIVIT Y ACTIVIT Y

사회혁신가들이 다양한 혁신 사례를 통해 영감을 얻고 새로운 혁신을 모색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참여자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 대표, 투자자 및 지원기관 종사자, 대학 교수, 대학생 등 사회혁신가 70여 명1)

 •  주제   1회: 기술 기반 소셜 벤처의 혁신 사례 / 2회: 사회혁신가가 말하는 지원 인프라의 활용 방법/  

 3회: 청년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는 협력 방식

사회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습니다.

 • 사회혁신 기업들이 HR 체계를 강화하고 채용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SIT 참여기업 ‘로켓펀치’와 함께  

HR 워크샵 및 공동 채용 행사 진행

 • SIT 참여기업 ‘로앤컴퍼니’와 함께 세무 신고, 투자, 계약 등 법률 부문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법률 강의 진행

고군분투하던 사회혁신 교육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   KAIST, 고려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소속 교수 30명 참여

교수・교직원・전문가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연구 프로젝트 과정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하는 교류의 장 운영

 •  ENSI 참여 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등 100여 명 참여

대학 내 사회혁신 인재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 신설을 지원했습니다.

 •  숭실대   사회복지 분야 사회적 기업 전공 신설 위한 업무 협약

 •  이화여대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창업 교육 교수진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 미국 창업 명문 Babson College의 창업 교수진 연수 프로그램 국내 운영, 국내 주요 대학 창업교육 교수진 및  

전문 엑셀러레이터 총 53명 참가 

1) 회차별 참여자 명단: SIT 홈페이지 참조  

sit.skhappiness.org

행복나눔재단 및 SK 그룹과 협업 

 • 토도웍스  2017 임팩트 투자 집행

 •  로켓펀치   공동 채용 행사 진행 

 •  로앤컴퍼니   법률 강의 진행 및 11번가/ 

T map 서비스 제휴 연계

 •  동구밭   워커힐(아카디아) 판로 개척 지원

 •   위누   SK 프로보노 연계 통해 중국 시장 진출 지원

 •   오파테크 외 5곳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연계 통한 

홍보・마케팅・디자인 지원
* 2018년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목표

http://sit.skhappi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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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재 교육

1)  Social - Aspiring - Venture - Engine 
(KAIST 사회적기업가MBA 창업단계별 육성 Framework) 

2)  총 졸업예정자 17명 기준

지속적 사회문제 해결 의지 표명 

93%

OUTCOME OUTCOME

졸업예정자(4기) 94%2),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사업화 완료

•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5건  

(모두의캠퍼스, 모두다, 제리백, 캐어유, 

CTOC) 

2017년 활동자 2,400명 중 93%, 

활동 종료 후 지속적 사회문제 해결 

의지 표명

• 외부 투자유치 2건  

(모두의캠퍼스, 만인의꿈)

• SK사회성과인센티브 선정 2건  

 (제리백,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사회적 경제 전문가 배출 1명  

(민달팽이 유니온)

KAIST 사회적기업가MBA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공유∙협력∙개방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임팩트를 

키웠습니다. 

사회혁신에 참여할 의지와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를 

양성했습니다.

ACTIVIT Y ACTIVIT Y

소셜 미션과 경영 역량을 겸비한 창업가 양성을 위해 MBA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정규 MBA 커리큘럼과 창업 육성 체계 SAVE1)에 기반해 사업 모델 고도화 및 사업 확장 지원

• 2017 영국 셰필드 대학(University of Sheffield) 해외현장연수 진행(Social Enterprise Accelerator 

Program)

사회적 경제 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했습니다.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종사자를 위한 KAIST 경영대학 비학위 교육과정 ‘KAIST–SK 사회적기업가 경영 단기 

강좌’ 운영

• 졸업생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는 ‘셈바 토크쇼’ 및 참여 교수진이 직접 멘토링을 제공하는 ‘2017 소셜 

벤처 부스팅 데이’ 개최

프로그램 영향력 제고를 위해 250개 기업・기관에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  자원봉사 프로그램    221개 기관과 함께 아동・장애인・어르신 대상 문제 해결을 위한 10개 우수프로그램을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

 •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29개 사회적 기업에 홍보・마케팅 운영 지원

한 ∙중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확산 위한 ‘UN Habitat Youth Week 2017’ 

컨퍼런스 참가,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위한 아이디어 공유

 • 중국 귀주성 내 소수민족 전통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Smile for Children’ 베트남 안면기형 환아 정서지원 캠프 참여

졸업생(OB)과 활동자(YB)의 지속적 교류를 도모하는 ‘써니패밀리’를 론칭했습니다.

 •  졸업생(OB) SUNNY 참여 활성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MY SEOUL 프로젝트, SUNNY・SM엔터테인먼트 합작 영상 미디어 봉사단 등 OB 주도 사회혁신 프로그램 

14건 기획・실행

94 %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한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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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기업가 정신 동아리 신설 확정 100%취업률

OUTCOME

10개 학교에 기업가 정신 동아리 ‘LOOKIE’ 

신규 개설 확정

•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한국전통문화대, 

한양여대 등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청년들이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소셜 이노베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동아리를 

신설했습니다.

ACTIVIT Y

전통 문화와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습니다.

 •  드림온(한양여대)    한복의 아름다움을 확산하기 위해 성수동 수제화 장인과 협업해 실용성 높은 한복 

스니커즈 제작

 •   리유(한국전통문화대)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스토리를 담은 전통 공예품 제작 

 •  필리아(경희대)    지역마을 활성화를 위해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 체험과 제품 판매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기업가 정신 동아리 신설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전국 30개 대학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전국 10개 대학 자문위원단 신설 

OUTCOME

국내 유수 호텔, 리조트 및 레스토랑 분야 

취업률 100% 기록

• 호텔∙리조트 분야    포시즌스 서울,  

하얏트 리젠시 제주, 대명리조트 홍천 등

• 레스토랑 분야    광화문 국밥, 

더그린테이블, 라미띠에, 류니끄, 무오키, 

밍글스, 볼피노, 서울다이닝, 일상다반사, 

톡톡, 품서울 등

SK 뉴스쿨

현장중심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FOOD 분야 

생태계 교류를 확대해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ACTIVIT Y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  국내 유수 레스토랑 22곳과 인재육성 공동 프로젝트 ‘스타쥬1)’ 12주 신규 운영

 •  워커힐호텔 현장실습 6주 실시

 •  전통 장인 식품 브랜드 ‘명인명촌’과 필드트립 6회 실시

 •  학생들이 직접 졸업행사, 가족런치 등 연회 기획 및 운영

대내외 다양한 행사 주최 및 참여를 통해 폭넓은 성장 경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글로벌 인턴십, 홈커밍데이, 졸업행사 ‘飛정상한끼’

 •  디네앙블랑 서울, 샤넬, 루이비통 등 대외 VIP 행사 운영 스텝으로 참여

 •  학생 참여를 통한 FOOD 분야 전문지식 컨텐츠 생산 및 페이스북 채널 운영 활성화

1)  스타쥬(Stage): 실습, 연수를 뜻하는 프랑스어, 외식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견습생을 의미



Developing  
social enterprise 

models

2017 사업성과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SK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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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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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프로보노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였나요?

살림은 설립 후 5년 간 조합원들에게 회계교육을 시행해 

왔지만 일반인들이다 보니 습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무상태를 진단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무 

분야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 

항목을 세분화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사회 자료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이사진들이 경영 현황을 보다 

빨리 이해하고 진단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죠. 

SK 프로보노 활동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도 하고요. 기부금 형태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우리가 지닌 전문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 활동에 동기 부여도 되고 용기를 내 실천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협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울 수 있는 기회이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SK 프로보노 활동이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버티는 것을 넘어 

잘해내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살림처럼 한 

단계 성장한 곳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교화 

된 운영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SK 프로보노들과 

함께 하면서 체계적인 재무 관리 시스템, 채용, 인사평가 

방법 등 함께 살림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더불어 

성장하는 조직으로 커나가는 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살림이 가진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살림에게는 지역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동네주치의’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플 때만 찾는 

병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의 일원인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나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SK 프로보노가 함께 있어 든든합니다.

살림이 가진 목표는 개인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울타리 안에 SK 프로보노가 참여해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를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정창래 수석, 김진희 수석, 이승연 선임   |   SK 주식회사 C&C

SK 프로보노 봉사단

유여원 이사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SK 프로보노 자문기업

SK 프로보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살림)’은 2,300명에 

달하는 서울 은평구 지역 주민들과 전문 의료인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로서 건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SK 프로보노들과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SK 프로보노 살림 유여원 이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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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고 

있나요? 

아름다운커피는 공정무역을 통해 현지 커피, 카카오 

생산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에 참여하며 

공정무역 유기농 카카오와 설탕으로 만든 코코아를 

‘행복도시락’을 통해 결식아동들에게 기부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코코아를 기부하는 

‘꿈꾸는 코코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쉽게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죠.

한성기업은 식품전문 기업으로서 먹거리를 통해 사회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 동안 보육원 

등 소외 계층을 지원했으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점이 

아쉬웠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기부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행복얼라이언스에 참여했습니다. 

결식아동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건강한 식재료를 

‘행복도시락’에 기부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기부 

방법과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그리는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행복얼라이언스라는 확성기를 통해 나눔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낼 수 있는 

목소리가 한정되어 있으나 여럿이 모이면 세상을 향해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협력에 더욱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 기부 활동이 우리 삶에 즐거운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을 여럿의 힘으로 함께 이루어낼 수 있어 

기쁩니다. 행복얼라이언스에 보다 많은 나눔의 손길이 더해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행복얼라이언스

이미옥   |   아름다운커피 마케팅팀 팀장

김재원   |   한성기업 홍보팀 팀장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

‘아름다운커피’와 ‘한성기업’은 국내 최대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힘을 모은 착한 기업입니다. 

행복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은 각자 보유한 

자원・역량을 결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 및 ‘행복한학교’를 

통해 아동의 영양 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한성기업 팀장

이미옥 아름다운커피 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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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운영

행복도시락

행복한학교

행복전통마을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사회적 기업 지원

행복얼라이언스

사회적 기업 육성

임팩트 투자 기업 육성

SK 프로보노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2524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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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기업 운영

개 프로젝트 위탁 운영 및 확산 

매출 성장으로 사업 지속성 확보

OUTCOME

행복도시락

브랜드 가치 및  

실행력 제고를 통해  

사업 지속가능성을 

높였습니다.

ACTIVIT Y

운영 효율화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사업 모델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부・서부 플러스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  북부플러스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성북구・올가니카와 MOU 체결  

2018년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 도시락으로 선정되며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  행복도시락 강원 원주점 및 다자간 협력 통해 ‘강원만찬’ 컨셉으로 현지 식재료에 기반한 메뉴 개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교육 확산 및 신규 브랜드 론칭을 추진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  결식아동 대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식생활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 운영

 •  바쁜 현대인들의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돕는 ‘더(THE)행복한도시락’ 브랜드 론칭

OUTCOME

6개 프로젝트 위탁,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교육 및 진로체험 제공

• 기업 교육 사회공헌 프로젝트: SK 주식회사 C&C – 행복한코딩교실, SK 하이닉스 – 하인슈티인,  

LG CNS – 코딩 지니어스

• 진로체험 및 캠프 프로젝트: SK 스포츠단 – 스포츠 진로체험, 소셜벤쳐경연대회캠프 –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캠프’, 인액터스 – 원데이클래스

행복한학교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체계화하고 사업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ACTIVIT Y

방과후 학교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체계화 했습니다.

 •  조합 소속 지역 강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수법 코칭 강연 시행

 •  방과후 학교 위탁학교와 파트너십 지속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무료 프로그램 지원 

 •  창의 융합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위탁 운영을 통해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  LG CNS, SK 하이닉스, SK 주식회사 C&C 등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코딩스쿨’ 위탁 운영

 •  SK스포츠단, 소셜벤처경연대회 캠프 등 진로체험 및 캠프 프로젝트 운영

352억 원 매출 달성

2016년  

336억 원

2017년  

352억 원

*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및 28개 행복도시락 센터 매출



28 29*  안동 82곳 시설 중 1위  

(세계 최대 규모 여행사이트 ‘Trip Advisor’ 선정)

사회적 기업 지원

전통리조트 구름에 지속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 매출    2016년 7.3억 원 → 2017년 7.6억 원

• 누적 숙박객 수    약 31,000명

• 고객만족도    4.5/5.0

OUTCOME

행복전통마을

전통 리조트 ‘구름에’에 

차별적 콘텐츠를 강화해 

고객에게 보다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ACTIVIT Y

체험 콘텐츠를 다양화해 서비스 완성도를 제고했습니다.

• 책과 함께하는 고택에서의 하룻밤, 북카페 ‘구름에 오프(Gurume Off)’ 오픈

• 고추장 담그기, 가양주 체험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도입

리조트 편의성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 송영서비스(전동카트) 도입, 외부 휴식공간 조성, 내∙외국인 안내자료 보완

OUTCOME

25개 멤버사1) 자원 활용, 결식아동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 행복도시락 10만 개 제공, 영양 개선 상품 등 32억 원 지원

멤버사 사회공헌 활동 및 인지도 제고

• 50만 명 대상 브랜드 노출

개인 사회공헌 참여 독려 

• 서포터즈 4만 명 가입

행복얼라이언스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와

자원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효율성과

영향력을 증대했습니다.

ACTIVIT Y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들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비타민, 음료수 등 기부 확대 통해 ‘행복도시락’ 품질 향상 및 취약계층 아동 대상 영양 개선 기여

 •   직업 체험, 로봇 수술 체험 등 교육 기부 통해 ‘행복한학교’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정보 격차 

해소 기여

기부의 의미와 효과를 확산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이벤트만 참여해도 기부가 되는 ‘일상 속 기부로 행복을 잇다’ 캠페인 진행

 •   개인 기부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행복얼라이언스 서포터즈’ 확보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와 함께하는 '2017 행복얼라이언스 파티' 개최(플리마켓, 토크&뮤직 콘서트 진행)

1 10위 만 개 도시락 제공고객만족도

결식 아동 대상

1)   도미노피자, 비타민엔젤스, 아름다운커피, 동부화재, 올가니카, 웅진식품, 슈퍼잼, SM엔터테인먼트, 한성기업,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금호타이어, HARMAS, 로앤컴퍼니, 토니모리, 전자랜드, 서울시50+재단, 작은영화관, 스코피, 

요기요/배달통, CJ LION, LIG넥스원, SK SUPEX추구협의회, SK하이닉스,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30 31

사회적 기업 육성

2016년  

80명

2017년  

374명2016년  

58.5억 원

2017년  

101.5억 원

2016년  

85개 

2017년  

167개2016년  

82억 원

2017년  

106.5억 원  

펀드 출자 및 직접 투자  

누적 금액 상승 

OUTCOME

임팩트 투자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 지속 성장과 

임팩트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ACTIVIT Y

후속 투자 유치, 유통 채널 확대, 홍보 등 육성 지원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 지원,  5건 24.5억 원              •SK 관계사, 국내 및 해외 유통 연결

•SK 마케팅 채널(OK 캐쉬백락) 및 언론 등 활용한 홍보 지원

국내 첫 사회적 기업 전문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금융 자본 유입을 

이끌었습니다. 

•�총 110억 원 규모 펀드 조성(한국성장금융, SK행복나눔재단, KEB하나은행 출자)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시장에 공개하여 기관 투자자 참여 활성화 토대 마련 

임팩트 투자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Korea Impact Investing Network), 회원수 증가(23개 → 33개1)) 및  

정례모임 4회 진행

•AVPN, 임팩트나이츠, SOCAP 등 국내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및 사례 발표

OUTCOME

SK 프로보노

프로그램 체계화 및  

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SK 구성원 참여를 

높였습니다. 

ACTIVIT Y

SK�그룹�내�유사�프로그램을�통합하고,�구성원�참여를�활성화�했습니다.

•�3개사 유사 프로그램 통합: SK 주식회사 C&C ICT 프로보노 봉사단, SK 건설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행복나래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SK�관계사�및�외부�기관�연계를�강화하여�프로그램을�다양화했습니다.

•�SK 관계사 Biz 및 사회공헌 연계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내·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참여 구성원 증가 자문기업 증가후속 투자 유치 기업 

누적 금액 상승

3.5구성원 참여  

자문 기업

배 증가101.5 억 원 출자  
및  투자

106.5 억 원 누적  
후속 투자 2 배 증가 

 (누적)

 (누적)

1)   신규 회원사: KPMG CCS, 롯데엑셀러레이터, 비플러스,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오마이컴퍼니, 윤민창의투자재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퓨처플레이, 한국성장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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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사업소개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숫자로�보는�주요�사업소개

KAIST�사회적기업가MBA

2012년 과정 개설 후, 2017년까지 

경영 역량과 리더십 향상된  

66명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배출

66사회적기업가 명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행복도시락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결식이웃에게 전달한 행복도시락 

급식 수

3,867만 개  도시락

임팩트�투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팩트 

투자 기업이 후속 투자 유치한 금액106.5억 원후속 투자금 

SK�프로보노

2009년 대기업 최초로 

‘SK 프로보노 봉사단’ 발족1 st국내 

SK�뉴스쿨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스쿨을 

수료한 청년 인재 수435 명 F&B 전문 직업인

*  2017년 말 기준

SK�대학생�자원봉사단�SUNNY�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SK SUNNY 누적 인원68,800 명 대학생 자원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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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행복나눔재단은 SK 인재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혁신가를 양성합니다.

Social Innovators Table(SIT)
sit.skhappi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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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SIT 컨퍼런스는 발표와 대담, 

토론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가나 활동가, 투자자 및 육성가 등이 모여 사회혁신 사례 및 

과정을 공유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SIT를 통해 다루어진 주제들은 

참여한 사회혁신가들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AIST 사회적기업가MBA
sksecenter.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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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나눔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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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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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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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는 대학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현재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KAIST, 이화여대, 부산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 공모, 

스터디 모임, 교수법 워크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besun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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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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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와 자발적·주도적·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즐겁고 

창의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SK SUNNY가 만드는 긍정적 변화를 전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국을 거점으로 ‘SK SUNNY 차이나’를 

창단하였습니다. SK SUNNY는 학교 폭력, 노인 소외, 장애 편견 등 3대 사회 문제 개선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를 통해 다양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LOOKIE
sklook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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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경영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육성 동아리입니다. 행복나눔재단은 

루키 동아리 활동 구체화를 위해 대학들과 상호협력하며 다양한 전문 교육과 멘토링, 기존 사회 

혁신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루키 1기는 전통가치 확산을 주제로 전국 

10개 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루키들은 전통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유한 전문성과 개성이 

묻어나는 표현과 방식으로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과거를 발견하고 미래를 통찰하게 

됩니다.   

SK 뉴스쿨
sknewschool.com

‘SK 뉴스쿨’은 FOOD 분야 직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조리와 외식 서비스에 대한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지닌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 최정상 셰프 및 서비스 

전문가인 강사진, 탄탄한 기본기와 현장 감각을 기르기 위한 실습 위주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 음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의 FOOD 전문가를 길러냅니다.

사회혁신가 육성 청년 인재 교육

http://sksecenter.kaist.ac.kr
http://sit.skhappiness.org
http://besunny.com/Main.main.action
https://www.sklookie.com
http://www.sknewschool.com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사업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SK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갑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happydosirak.org

공공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확대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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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happyschoolne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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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운영 사회적 기업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행복얼라이언스
happyalliance.org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들이 모여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국내 최대 사회공헌 플랫폼입니다. 약 30여 

개 기업이 멤버사로 참여해 다양한 사회공헌 임팩트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4만 여 명의 일반 서포터즈가 

봉사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즐거운 사회공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과 ‘행복한학교’를 통해 아동의 영양 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 기업 육성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조직, 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행복나눔재단은 SK그룹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펀드 및 소셜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 투자와 함께 직접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재무·회계, 사업 계획, 고객·시장 분석 등 전반적인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임팩트 투자자, 벤처 

자선 기관 및 SK관계사와 협력하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행복나눔재단은 투자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자, 벤처자선 기관 및 유관 기관과 함께 한국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Korea Impact 

Investing Network)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분야를 대표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K 프로보노
skprobono.com

2009년 출범한 ‘SK프로보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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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화되고 체계화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36 37

http://happydosirak.org
http://cf.happyschoolnet.org
http://www.dg-hf.org
http://www.gurume-andong.com
http://happyalliance.org
https://www.skprobo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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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 Social Enterprise 
2) SI:  Social Innovators 39*  2017년 기준 *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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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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nnual Report

http://www.skhappines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