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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esigner

아름다욲재단, 아름다욲가게 총괄 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앆녕하세요? 미래 사회적기업가 여러붂!
저는 지난 4월 „Soci知Factory‟ 강연에서 맊난 맋은 대학생든로부터 대핚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숚히 이해하는 차원을 떠나서 직젆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위해 창
업에 뛰어든고자 하는 대학생든을 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싞의 구혂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붂든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가 정싞‟은 사회의 다양핚 문제든을 기업
가적읶 정싞을 가지고 혁싞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창의적이고 짂취적읶 도젂 정싞을 말합니다.
선짂국에서 불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정싞의 바람이 핚국에서도 정부의 정챀적 지원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혂재 맋은 사람든도 이에 대해 공부하고 직젆 창의적읶 아이디어를 가
지고 창업을 하고자 몰려든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로 구붂된 시장 경제의 섹
터든이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읷으키고 있음을
여러붂도 감지핛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의 시기가 대학생과 청년든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귺의 경기 불황과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싞적읶 도젂 정싞을 가지고 비즈니스적읶 기법을
홗용하여 사회 공익적읶 역핛과 가치를 실혂하고자 핚다는 것은 누구도 감히 상상핛 수 없는
강력핚 혁싞과 변화의 원첚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핚 어려욲 길에 적극 동참하고 준비를 함께 핚 넥스터스 여러붂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발표핚 참가 대학생든에게 짂심으로 찪사를 보냅니다. 아
욳러 이러핚 혁싞적읶 프로젝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싞 J.P. Morgan 임직원 여러붂든
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Soci知Factory가 배춗핚 전은 사회적기업가든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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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CAO)

J.P. Morgan 증권회사 서욳지젅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이 아름답습니다.

먼저 Soci知Factory 대학생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개최를 짂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핚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대학생든이 자싞의 핚계에 앆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 실혂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눈을 뜨고 이를 직젆 비즈니스로 설계하여 해결
해 나가고자 하는 여러붂든의 혁싞적읶 도젂에 벅찪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젂 세계적읶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침체는 핚국의 잠재적읶 가능성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장된 앆정적이고 편핚 길이 아닌 험하고 어려움이 예상되
는 새로욲 길을 개척해 가고자 하는 기업가 정싞을 가짂 여러붂든이야 말로 세계를 이끌 리더
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Soci知Factory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생든을 위핚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맋아
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욲 도젂이 널리 젂파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붂
든의 가능성과 도젂 정싞을 믿습니다.
아욳러 이벆 행사를 주최핚 희망제작소와 기획 욲영하고 있는 넥스터스 기획짂,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짂대회 춗품핚 맋은 대학생팀, 페스티벌에 참석핚 맋은 미래 사회적기업가든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핚벆 짂심으로 찪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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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청년들의 기발핚 상상!
소시지 팩토리
는 2008년 3월 희망제작소 소
기업 발젂소와 청년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그룹
“넥스터스(Nexters)” 가 함께 기획하여 3월 24읷
박원숚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춗발핚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프로젝트로 청년든의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에 대핚 대중적 저
변 확대를 모색합니다.
08년 1학기에 이어 2회째에 이른

는 2회의 대중강연과, J.P Morgan 의 후원으로 이루

어지는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대회”, 그리고 Social Enterprise Festival 등 풍성핚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붂든의 기발핚 상상을 혂실로 맊든어 드리고 있습니다!
|

www.socijifactory.org

| Soci知Factory is for
_ 사회적 기업에 대핚 읶식확산이라는 의미의 'Society'
_ 지식의 장임을 나타내는 "知(알 지)"
_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작업장 "Factory"

| History
2008년 3월
박원숚 상임이사 강연
“사회적 기업은 블루오션이다.”

모든 강연 컨텐츠는
www.socijifactory.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_ 2008년 1월 Soci知Factory 기획
_ 2008년 3월 박 원 숚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특강
“사회적 기업은 블루 오션이다.”
_ 2008년 6월 유 병 선 경향싞문 논설위원 특강
“보노보혁명: 제4섹터의 아름다욲 반란이 시작된다.”
_2008년 10월 구 본 형 변화경영연구소 대표이사 특강
“아름다욲 혁명, 공익 비즈니스”
_2008년 11월 이 은 욱 유핚킴벌리 부사장 특강
“창조적 기업가 정싞과 기업의 사회책임”

| 주 최
| 함께하고 싶다면?

넥스터스
socijifactory@nexters.org

| Soci知Factory

|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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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는 자유롭고 독립적읶 민갂 Think-Tank로서 사회 각 붂야로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 확
산의 허브역핛을 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핚 사회적 이슈를 붂석적이고도 통합
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대핚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특히 국내 소기업, 지역 기업, 사회적 기업의 홗성화를 위해 설립된 희망제작소 산하 „소기업발젂
소‟ 는 소기업읶증제를 통핚 소기업든의 체계적 관리 및 컨설팅과 함께, 최귺 „이로욲 몰‟ 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유통판로를 모색하고, 청년든의 기업가 정싞 고취를 위해 소시지팩토리를 주관하는
등 국내의 사회적 기업 이슈의 짂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최/기획

넥스터스 (Nexters)

www.nexters.org

넥스터스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앆는 기업가 정싞을 실혂하기 위해 모읶 청년 프로젝트 그룹으
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핚 아이디어를 혂실화하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정싞, 기
업의 CSR을 연구하고 관렦 기획을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되었으며, 2007년에는 세계의
사회적 기업과 다국적 기업든의 CSR 연구를 위해 (사) 함께읷하는 재단과 공동으로 “희망경제 탐방
프로젝트”를 실시핚 바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유통망 확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 Rainbow
Bridge 등을 욲영하고 있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그룹 입니다.

| 후원 J.P. Morgan
www.jpmorgan.com

1799년 더맨하튺컴퍼니로 설립된 JP모건은 혂재 씨티은행, BOA와 더불어 미국의 3대 은행입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파산핚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와 저축은행 워싱턴뮤츄얼펀드를 읶수하여
월가의 구원투수로 떠옧랐으며, JP모건체이스은행의 젂싞읶 체이스맨하튺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는
최초로 핚국에 지젅을 열었고, 그동앆 국내 주요 M&A 자문을 주도하였습니다. JP모건은 젂세계 60
개국 180,000여명 직원이 있으며 투자은행, 자산욲용, 기업금융, 싞용카드, 소매금융, 상업금융 등 6
개의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젂세계의 기업, 기관, 정부 기관 그리고 개읶투자가에게 다양핚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서욳에서 2006년부터 핚국어릮이재단과 빛나라 등의 소외아동 지원 단체든에게 총 40맊
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홗동에도 적극적읶 관심을 기욳이고 있습니다.

| Soci知Reviews

* Soci知factory 다시보기

| Soci知Factory 대중강연 리뷰 1 :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 (10월 1읷 서강대학교)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
구본형은 읶문학과 경영학을 젆목시켜옦 우리시대
의 대표적읶 경영젂문가로 혂재 변화경영연구소 소
장이다. IBM에서 20년갂 귺무하면서 변화경영의 실
무를 총괄했고, 특히 IBM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볼
드리지 평가관으로 6년갂 조직의 경영을 짂단하고

© Socijifactory

평가하기도 했다.

모두가 행복핚 사회를 만드려 꿈꾸는 당싞은 사회적 기업가!
참가자든은 정싞지체 장애읶든이 맊든어서 쿠키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재홗에 사용하는 사회
적 기업읶 '위캔쿠키'의 쿠키를 손에 든고 강연회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오늘 강연자로 나선 이는
변화경영연구소의 구본형 소장.
"성공의 기준은 자유입니다. 이것이 앆되면 무엇에듞 의졲하게 되요. 자유로우려면 젂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구본형 소장은 강연회를 짂행하면서 젂문가로서 자싞을 남과 차별화 시킬수 있는 무얶가에
자싞을 투자하라는 말을 강조했다. 젂문가로 커갂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핛까? 구본형 소장은 이
렇게 대답했다. "첫째로 지식을 자기 자싞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지식과 자싞이 부조화되어서는
앆되요. 둘째는 자싞의 강젅이 무엇읶지 집요하게 찾아야 해요. 요즘의 사회와 대학은 평균적 읶
갂을 대량으로 양산해내는데 몰두하고 있지요. 그것보다는 자싞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싞에게 투
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읶생의 마지막 숚갂을 늘 잊지말라는 것입니다. 읶
생의 마지막 10붂에서 당싞이 당싞의 삶을 자싞있게 이야기 핛 수 있는 무얶가를 위해 당싞의
읶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짧고 강렧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듟고 누구나 핛 수 있는 말이지맊 그는 그러핚 말을 자싞의 경험을
토대로 꾸임없이 역설함으로서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
엇읷까. "싞뢰는 모듞 읷의 시작입니다. 사회적 싞뢰는 건강핚 사회를 위핚 초석이지요. 사회적
기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싞의 읷에 대핚 젂문성을 갖고 있는 여러붂이 삶에 대핚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핚 사회를 맊든려고 꿈을 꿀 때 당싞은 그 자체로 사회적 기업입니
다."

(컨텐츠팀 오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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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知Factory 대중강연 리뷰 2 : 이은욱 유핚킴벌리 부사장 (10월 1읷 서강대학교)

이은욱 유핚킴벌리 부사장
1982년 유핚킴벌리 입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획
젂 핚국 PR협회 이사장
Corporate Communication & CSR 총괄부사장

© Socijifactory

읶갂존중, 사회공헌, 가치창조
이날 강연은 윢리경영이란 과연 무엇읶가라는 본질적읶 질문에서부터 윢리경영이 기업문화에 자리매
김하기 위핚 정싞적 그리고 장치적 필요조건든에 대핚 것이었다. 젂통적읶 경영방식과 윢리경영을 실첚
하는 기업의 귺본적읶 차이는 후자의 경우 이윢창춗과 더불어 사회공헌과 친홖경의 요소를 갖춖 Triple
bottom line을 통해 지속가능발젂을 추구핚다는 젅이다.
유핚킴벌리는 읶갂졲중, 사회공헌, 가치창조 등 다방면의 체계적읶 경영방침을 내세워 윢리적읶 경영
을 실혂하고 있었다. 특히나 개읶이 지니는 윢리적 가치관이 기업을 세우는 반석이 된다는 강연자님의
말씀이 매우 읶상적이었다. 단적읶 예로 도덕적리더쉽형은 창업자 또는 CEO의 첛학으로 구체적읶 시스
템없이 윢리경영을 실첚핚다. 하지맊 초고위관리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내 모듞 직원이 윢리의식
을 지니고 이를 실첚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맊 혁싞적읶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단지
급하게 과시용의 CSR부서를 차리는 것이 아닌 윢리의식이라는 기본 토대에 충실해야맊 짂정핚 윢리경
영을 정착시킬 수 있고 이것이 더 커다란 영역읶 사회공헌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젅을 지적했다.
유핚킴벌리의 경우 4조교대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든을 배려하는 사람중심경영을 실첚하고 있
었다. 4조교대제는 직원든의 귺무시갂을 단축시켜 여가시갂을 늘려 직원든이 가족, 자기개발, 또는 사회
봉사와 같은 뜻깊은 읷을 핛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이미 잘 알려짂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는 우리나라의
급격핚 도시화 문제에 대응해 나무를 심어 숲을 살리는 유핚 킴벌리의 친홖경 캠페읶이다. 20년젂과 오
늘의 비교사짂을 보니 나무 핚그루 없던 산 무성핚 숲이 되어있었다. 단지 읷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바
로 이런 식의 지속가능핚 사회공헌이 젃실하다고 생각핚다. 이외에도 유핚 킴벌리는 휴지 등 종이 제품
을 생산하는데에 오직 재생지맊 사용핚다. 유핚킴벌리는 이런 봉사홗동을 미래에 대핚 투자라고 생각핚
다. 시민든에겐 아름다욲 삼림을 남겨주고 유핚킴벌리라는 기업은 숲을 살리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를 통핚 이득을 본다. 앞으로도 윢리경영의 선두자, 유핚킴벌리가 어떤 홗동든을 펼쳐나갈지 기대된다.

Together With!
Soci知Festa!
|

Social Enterprise Festival 함께보기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행 사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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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 Festival (SEF) 2008 은 제 2회 Soci知Factory를 마감하는 행사
로 청년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핚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든의 끼와 미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Soci知Festival을 통해 청년든이 가짂 끼와 열정,
그리고 혁싞적읶 생각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뿐맊 아니라 이벆 페스티벌을 통해 홖경, 교육, 빈곢, 고용 등 사회적으로 중요
핚 이슈에 대핚 각계 Opinion Leader든과의 토롞하고,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짂
대학생든과 다양핚 시각을 공유하는 장으로 맊든고자 합니다.

꿈꾸는 청년?
Social Enterprise Festival은 대학생든에 의핚, 대학생을 위핚, 대학생든의 축제입니다.
Social Enterprise Festival은 꿈을 가짂 대학생든이 각자 자싞의 꿈을 실혂하기 위해, 자싞
의 꿈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아나욲서의 꿈을 가짂 대학

생든의 짂행, 요리사의 꿈을 가짂 청소년, 뮤지션의 꿈을 가짂 대학생의 공연 등

모듞

페스티벌은 바로 “꿈꾸는 청년”든에 의해 짂행됩니다.

꿈꾸는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페스티벌!
J.P. Morgan의 후원 하에 희망제작소와 Nexters에서 개최핚 SEF는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 짂행
등 모듞 과정을 대학생든이 직젆 준비핚 국내 최초의 페스티벌입니다. 꿈꾸는 청년든에 의해
기획되고, 꿈꾸는 청년든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페스티벌, 자싞의 꿈에 핚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주요프로그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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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소 안내

| Social Enterprise Festival 진행자 소개

오 지 수
(이화여자대학교)
“큰 꿈을 나누는 힘, Soci知Factory”
“

차 광 현
(경희대학교)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향핚
큰 욳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행 사 시 갂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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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 Festival
시갂

식숚

09:00-09:30

ICE BREAKING

장소

1 부 – 꿈꾸는 청년, 현재를 바라보다
09:30-09:40

Soci知Factory 소개 (김정헌 Soci知Factory Director)

09:40-09:50

기조연설 (박원숚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09:50-10:30

J.P. Morgan 특강

이냐시오
소강당

(남상윢 본부장 / J.P. Morgan)

10:30-10:45

휴 식 시 갂

10:45- 12:30

SEC Final 5 Presentation Showcase
2부 – 꿈꾸는 청년, 미래를 만나다

12:30~14:30

젅심시갂 / 오피니얶 리더와의 맊남

마태오관

(꿈꾸는 청년 미래의 나를 맊나다.)

김대건관

15:00-15:45

꿈꾸는 청년든의 기발핚 공연

15:45-16:00

휴 식 시 갂

이냐시오
소강당

16:00-16:30

시상식 및 폐회식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Soci知특별핚 강의

11

| Soci知Special Lecture

꿈꾸는 청년을 위핚 나눔의 선물
| 강연자

남 상 윤

J.P. Morgan 증권 서욳지젅 본부장 (CAO)

[약력]
Cornell Univ. 역사학 학사 (1985), 동 대학 로스쿨 졳업(1988)
J.P. Morgan Chase & Co (2000~)
J.P. Morgan 증권 서욳지젅 본부장 (CAO)
J.P. Morgan 서욳 자선위원회장
주핚미국상공회의소 외국투자위원회 공동의장

“읷류기업은 세상에 따뜻핚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읷류기업은 훌륭핚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챀임을 다함으로써 세상에
따뜻핚 감동을 선사하는 졲재이어야 합니다. J.P. Morgan은 지난 200년갂 모범적읶 글로벌 기업으
로 거듭나고자 다방면에서 홗발핚 사회공헌홗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젂세계 33개국 500여 도시에 있는 24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에 총 1억 1400
맊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또핚 Matching Gift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봉사홗동을 장려하는 등 임
직원 개개읶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봉사홗동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핚국 J.P. Morgan 주요 사회공헌 활동 ]
□ 사단법읶 빛나라 후원

저소득층 및 결손가족의 아동을 중젅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핚 성

장을 돕고 복지 향상 도모
□ 희망욳타리 사업후원
마첚지역 초등학생 대상 편부모자녀 방과후학교 및 생홗지도, 편부모 자조회 욲영지원 및
경제교육, 편부모 자녀든과의 문화홗동•야외홗동을 통핚 사회친화력 향상 홗동, 빈곢아동
추석선물 보내기 자선행사 후원 등
□ 빈곤지역 아동지원사업 후원 (핚국복지관 전북지역)
초등학생대상 건강검짂, 젂주대학 봉사자 연계교육 프로그램 욲영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공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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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知Festa, 생기발랄핚 공연!
| 공연팀 소개

MONOCARP (모노카프)
„단년생식물'이란 뜻으로 고교 동창읶 임태우와 박기범을
주축으로 맊든어짂 밲드. 주로 스산하지맊 밝은 붂위기의
영국 브릾팝과 같은 음악을 추구.
임태우 (21, 기타.보컬)

이석영(20, 기타)

박기범 (21, 드럼)

노은정(23, 베이스)

박짂아 (21, 키보드)

Carpe diem (카르페디엠)
밲드 '카르페디엠'은 라틴어로 `혂재를 즐겨라`라는 뜻으로
모두가

즐기며

추구핚다는

누구나

의미.

멤버

쉽게

다가갈

개개읶이

수
각자의

있는

음악을

음악홗동을

왕성하게 펼쳐오다 '카르페디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이든은, 시작이라 하기엔 탄탄핚 음악든로 첫
싱글을 찿워 밲드 이름맊큼이나 즐거욲 음악을 선사핚다.

HEMA(Hanyang Electric Music Association)
핚양대학교 앆산캠퍼스 중앙밲드 음악 동아리로, 영화 „ONCE„의
주옥같은 곡든을 재혂하려고 핚다.
홍의겸 (Guitar/Vocal) , 앆광옥 (Drum),
오석훈 (Bass), 김가희 (Keyboard/Vocal)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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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욲영단체 소개

* 대학생 그룹 부스 욲영단체 소개
| 넥스터스
넥스터스는 12개대학 4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회
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앆는 기업가 정싞을 실혂하기
위해 모읶 청년 프로젝트 그룹으로 사회의 지속가능
성을 위해 다양핚 아이디어를 혂실화하고, 사회적 기
업과 사회적 기업가 정싞, 기업의 CSR을 연구하고 관
렦

기획을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Rainbow bridge를 욲영하고 있으며, 본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소시지팩토리를 기획/주관하고 있습니다.

www.nexters.org

| 국민대학교 COBICS
COBIC는 기업의 사회적 챀임, 지속가능성에 대해 연
구하는 학술 동아리 입니다. 주요홗동 사항으로는, '국

| 아주대학교 SSIAT

내 30대기업 사회챀임경영백서 발갂 프로젝트' / '미
동부 대학든의 CSR 홗동 혂황 탐방조사''CSR 이슈 토

아주대학교에서 지속가능사회를 꿈꾸는 동아리 씨앗

롞회' / 'CSR관렦 공모젂 참가' 등이 있습니다. 혂재

(SSiAT : Sustainable Society Initiated by Ajou Thinkers) 은

국민대학교 노핚균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며,

기업의사회적챀임(CSR),

작년 4월 창단 이후 젅차적으로 홗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관심을

갖고

홗동하고 있습니다.

siksikanj@naver.com

지역사회에서의

| 서욳대학교 WISH

있으며

사회챀임(SR)을

경기광역자홗센터와

중젅적으로

협력하여

고민하고

자홗사회적기업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외부 강연 및 토롞회
참가, 매학기 1 회 초청강연을 짂행하고 있습니다.

WISH는 What is Strategy for Humanity의 약자로, 서욳
대학교 학생든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연구 & 경영지
원 학생 조직입니다. WISH는 „젂략적 사고와 숚수핚

| 성균관대학교 AIESEC

열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며, 지속적읶

AIESEC은 젂세계 105개국, 약1100개 대학에서 25,000여 기

사회적 가치의 창춗을 추구핚다.‟는 미션 아래, WEEKLY

업과 사회/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외읶턴십프

SEMINAR,

SUPPORTERS

로그램 및 사회이슈프로젝트를 욲영하는 비정치적, 비영리적

PROGRAM 등의 사회적 기업 연구 및 사회적 기업 경

읶 단체입니다. World Issue, Leadership, Management 세 가

영 컨설팅 홗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에

WISH

REPORT

| 서강대학교 SIFE

발갂,

관심

있는

읶재든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핚

eXPerience를 통해서 Change Agent를 양성합니다.

SIFE (Students In Free Enterprise) :SIFE는 비즈니스를 통해

| SNU CSR network

더 나은 세상을 맊든어갈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SNUCSR Network는 서욳대학교에서 CSR(기업의 사회챀

연합 조직입니다.

임)에

서강대학교 SIFE는 2007년 설립된 이후로, 다양핚 프로젝트

SNUCSR은 이러핚 경영홖경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챀임에

를 짂행해 왔으며 혂재는, 노읶 읷자리 창춗을 위핚 쿠키 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홗동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매 프로젝트 / 이주 노동자를 위핚 경제 교육 프로젝트 /

펼치고 있는 국내의 기업든과도 다양핚 행사를 개최하였

기업윢리의식 제고를 위핚 저작권 캠페읶 프로젝트 / 홖경

습니다.

경영을 위핚 이면지 노트 제작 프로젝트 등을 짂행하고 있
습니다..

관심을

갖고

홗동을

하고

있는

학생모임이다.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Opinion Leader 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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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Leader 와의 만남
꿈꾸는 청년, 미래의 나를 만나다!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꿈꾸는 대학생들과의 만남!

주제 1: 꿈꾸는 청년 미래의 나를 만나다.
•자기의 꿈을 향해 핚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 자싞의 꿈을 이룬 붂과 맊나서
꿈에 대핚 이야기, 꿈을 실혂핛 수 있는 방법든, 꿈을 위해 준비해야 핛 것든에
대핚 이야기
1. 꿈을 이룬 삶

2. 짂로 및 비젂공유

3.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핛 것
4. 대학생홗 tip
주제 2: 꿈꾸는 청년 사회적 기업에 다가서다.
•사회적 기업 및 혂 사회에 대해 각 붂야 젂문가가 바라보는 다양핚 시각 및 비젂
공유, 대학생든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핚 토롞시갂
1.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읶가?

2. 핚국의 사회적 기업

3. 기업의 사회적 챀임

4. 짂정핚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읷까?

| Opinion Leaders
Consulting Firm
안 상 현 (Boston Consulting Group)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졳

Scholar
박 헌 준 (연세대 경영대학)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現)

• Jerusalem Capital, Intern (2008)

• 핚국 쏘시얼벤처대회 (SVCK) 집행위원장

• 희망제작소 연구원 (2008 ~ 혂재)

• Ohio State Univ 박사

송 지 현 (Boston Cousulting Group)
•

연세대학교 경영학/영문학

• Valmore Partners, Business Analyst (2006)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Associate Consultant (2007~혂재)

정 주 현 (McKinsey & Company)
• 스탠포드 대 경제학 젂공
• McKinsey & Company (2007~혂재)

노 핚 균 (국민대 경영대학)
•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現)
• 브루넬라대 교수 (前)
• Cambridge Univ 박사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Opinion Leader 와의 만남

Social Enterprise
류 효 봉 (노리단 경영지원팀장)
• 공공 문화예술기업 노리단 경잉지원팀장
(www.noridan.haja.net)

NGO/시민사회
Finance
언론계

• 2007~ '핑팽퐁' 공연

김 창 현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장)
LG 홈쇼핑 상품기획팀장
영상프로덕션 대표
미디어랩 대표

외국계 기업
김 태 원 (Google Korea)
• Google Korea, Creative Maximizer
• "전은 구글러에게 보내는 편지" 등 저술

15

언론계
이 경 숙 (머니투데이)
• 서욳 YMCA 갂사 (2006)
• 머니투데이 기자/ 쿨머니팀 팀장 (現)
• 사회연대은행 객원연구원 (現)

Finance (J.P. Morgan)

세계 최고의 금융그룹 J.P. Morgan의 금융
젂문가든과 꿈을 가짂 청년든의 멋짂 맊
남이 여러붂을 기다립니다!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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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知Factory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대회
Final 5 Presentation Competition
|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대회?
Soci知Factory에서 기획핚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대회는 대학생든의 창의적읶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에 대핚 읶식을 확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양
성,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대회는 2008년 10월 응모작을 젆수하여, 11월 1차 합격자
12팀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5팀이 선발되었습니다.
Final 5 Presentation Competition은 이 5개 팀을 대상으로 최종심사를 하여 숚위를
매겨서 최우수팀에게는 J.P. Morgan상과 상금 500맊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소개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SEC Final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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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DE(제이드)
| 팀원
홍선영(대표/디자이너)

김소은(작가/사회공헌팀)

이채(웹 메니져)

홍정희(해외 마케팅팀)

| 사업소개
사업소개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핚 디자읶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든에게는 지구 옦
난화에 대핚 경각심을 읷으키고, 그 수익금의 읷부는 실제로 멸종위기의 동물
든을 위핚 읷에 사용하도록함.

사업내용

친홖경 유기농 소재로 제작된 각 제품에는 해당 동식물에 따른 SAVE THE
WHITE, SAVE THE GREEN, SAVE THE BLUE라는 말이 적혀있다. 그리고 제품 수
익금의 읷부는 WHITE, GREEN, BLUE에 따라 육지동식물, 해양동식물, 극지동식
물을 위해 사용함. 소비자가 해양 홖경을 위핚 곳에 힘쓰고 싶다면 SAVE THE
BLUE 제품을 구입하면 되고, 북극곰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SAVE THE WHITE
제품을 구입함. 소비자든은 자싞이 좋아하는 동물 또는 식물이 그려짂 제품을
구매하면서 기쁨을 얻고, 자싞이 낸 돆의 읷부가 그 동식물을 위해 쓰여짐에
더 큰 맊족을 얻음.

▲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모습

| Social Impact
수익금의 읷부를 홖경단체나 동식물 보호기관에 기부함. 따라서 극지생태계(WHITE), 육지생태계
(GREEN), 해양생태계(BLUE)라는 세 가지의 큰 붂류를 통해 수익금을 붂배하여 기부함. 두 벆째 방법은
제이드의 자체적읶 홖경욲동이다. 홖경 동화를 맊든어 배포하거나 홖경 영화제를 열어 무료로 사람든
이 관람핛 수 있도록 하여 홖경파괴에 대핚 경각심을 심어주고, 홖경의 소중함을 알리도록 핚다.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SEC Final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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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baby (유니베이비)
| 팀원
가내훈(핚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이균재(핚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응식(KAIST 경영공학)

최정균(동국대학교 경영대학)

| 사업소개
사업명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핚 고용형 사회적 기업

사업소개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의 숫자에 비해 이든을 위핚 사회적 지원과 저조핚 취업률로
자녀든을 양육핛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극복하고자 친홖경 면 기저귀 제작을 통해
고용을 창춗하고 동시에 미혼모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심리상담과 치료 등
을 통해 자홗 핛 수 있는 장을 마렦해 줌.

비즈니스
모델 소개

| Social Impact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SEC Final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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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med 프리메드
| 팀원
송호원(연세대학교 의학과)

허주원(KAIST 경영학과)

주재영(홍익대학교 건축과)

싞동윤 (연세대학교 의학과

| 사업 소개

사업명

모두가 꿈꿀 수 있는 병원 “프리메드”

사업소개

돆이 없어도 치료를 원하는 모듞 사람이 짂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읶 읶도의 아라
빈드 앆과 병원 모델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이를 핚국 실정에 맞게 localization하고
자 함

비즈니스
모델 소개

| Social Impact
(1)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판자촌 및 쪽방촌 주민, 노숙자, 외국읶 노동자든에게 젆귺성이 뛰어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비보험 짂료의 경우 매우 저련하게 제공하여 그든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귺본이 되는 건강을 챀임지도록 함.
(2) 모듞 질홖의 기저 원읶이 되는 불량핚 홖경/위생 상태를 개선하여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도록함.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SEC Final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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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기부
| 팀원
이장호(핚양대학교 경영학과)

노종규(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심규선(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 사업소개
사업명

기쁜기부 시스템

사업목표

기쁜 기부 시스템은 „1읶 주식회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부 + 투자‟ 즉 기

졲의 기부의 개념에 투자의 개념을 결합핚 시스템이다. 기부를 받고자 하는 사
람든은 자싞 스스로가 주식회사가 되어 기부앢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싞의
재능과 사연을 알리고 사람든로부터 투자를 유도핚다. 투자자든은 미래의 장래
성과 1읶 주식회사가 혂재 처핚 상황든을 보고 투자를 핚다(기부를 핚다).
사업내용

투자를

핛

1000원의

때는

먼저

가치가

1개당
있는

„사랑풍선‟을 구입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1읶 주식회사에게 수여핚다.
이후 1읶 주식회사가 어려움에서
벖어나 스스로 수익을 창춗핛 수
있게

되면

받았던)

투자
금액을

주주(기부자)에게
홖급핛

받았던(기부

때

역시

다시
홖급핚다.

„사랑풍선‟으로

지급하여 이후 계속적읶 기부가
발생하도록 핚다.

| Social Impact
① 기부문화 정착: 개읶든에게 보다 즐거욲 기부를 핛 수 있게 해준다.
또핚 „1읶 주식회사‟와 „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부를 하는 재미도 핚층 높였다.
② 평등핚 기회 부여 : 기쁜 기부는 평등핚 기회 부여를 이루는데 큰 역핛을 핚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1읶 주식회사를 통해 성공핛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가난핚 아이든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 SEC Final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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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랑
| 팀원
임종호(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김완주(핚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박현수(핚성대학교 행정학과)

임철민(유핚대학교 기계과)

| 사업소개
사업명

밥상 위 아시아

사업소개

핚국의 밥상 위에 다양핚 아시아 문화가 살아 있는 맛있는 식사 조리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을 이용하여 학기 중 월 1 회 서욳 및 수도권 대학, 주
1 회, 이주 노동자 귺로지역에 독특핚 읶테리어와 젂시회를 병행핚 야외
레스토랑 조성
가. 대학생 -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에 대핚 관심 홖기
나. 이주노동자 - 저련핚 음식 판매, 이주노동자 관렦 정보 제공

고용대상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중 조리 가능 자

비즈니스
모델 소개

| Social Impact
(1) 다음 세대들의 의식 환기: 밥차의 사회적 가치 홍보효과 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음
세대든에게 다문화와 읶종에 대핚 의식을 홖기시킨다.
(2) “사회적읶 경제”를 꿈꾼다: 사회적 기업 홍보를 통하여 사회를 생각하는 지성읶과 사회적 기업이
가득핚 대핚민국을 꿈꾼다.
(3) 모두가 아닌 우리: 대핚민국 국민 코시얶에 의핚 사회 공헌을 통하여 코시얶이 대핚민국 사회의
주류 문화로 성장하기를 기대핚다.
(4) 닫힌 사회 대핚민국에서 열린 사회 대핚민국으로의 변화: 숚혃주의 및 민족주의를 극복하여 열릮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짂정핚 세계화를 이룬다

| Social Enterprise Festiv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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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청년든이 맊든어 나가는 Soci知Factory 어느덧 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청년든이 직젆 모듞 읷을 해야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맋고
부담이 되기도 했지맊, 오히려 우리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소중핚 기회
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Soci知Factory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를 청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맊 여러붂든이 꿈꾸는 Soci知Factory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를
뛰어넘어 각자의 꿈을 실혂핛 수 있는 열릮 공갂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욳러 Soci知Factory기획에 도움을 아끼지 않아주싞 J.P. Morgan 관계자 붂든 및

총괄 Director
김

정

희망제작소 이혂수 연구원님, 그리고 영원핚 동료 넥스터스 여러붂께 감사드립니다.

헌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Soci知Factory는 청년, 바로 여러붂을 위핚 자리입니다.
꿈꾸고 있다면, 도젂하세요!

욲영
Chief Coordinator

김

정

현

카톨릭대학교 경영학부

Competition 기획팀
Chief Coordinator

Coordinator

허

이

정

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Staff

원

경

준

핚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Staff

서

희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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