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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외된 이웃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또 다른 이웃을 돕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후원자 여러분과 가정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지난 일년 동안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민들과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백사장 프로젝트’의 “이야기를담은라멘” 사업도 열심히
하여 지금은 서울 경기 내 모두 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사업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한 취창업 전문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OK셰프 교육생
으로 선발된 3기, 4기 42명 중 34명이 6개월간
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기수별로 330시간
이상 진행되는 창업 교육, CS 전문 교육은 북한
이탈주민에게 안정적인 창업 준비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
상권분석부터 시작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함께
하는 <백사장 프로젝트>는 올해 상암동과 공덕
신용산에 추가로 ‘이야기를담은라멘’ 매장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에 교육 매장까지
총 8개 매장이 문을 열었고, 7명의 북한이탈주민
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덕점 점장님은 흩어져
살았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고,
신용산 점장님도 남편분과 함께 매장을 운영 중
입니다.

백사장 프로젝트 <이야기를담은라멘> 지도
교육매장
- 우면점

창업매장

서울시 서초구 성촌1길 12
02-529-9908

도봉구

- 문래점

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9
문래아카데미빌딩 102호
T. 070-4218-3994

- 세종대점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94
T. 070-4190-0715

- 안양점

경기도 안양 만양구 장내로139번길 58
T. 070-8845-3353

- 상암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b1, 1108호
T. 070-4115-1108

- 공덕점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43
삼보나눔빌딩 107호
T. 070-7793-6515

- 신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42
래미안 지하 1층
T. 070-8860-4533

노원구
강북구

- 경희대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13길 16 은평구
070-4191-0715

성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마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동작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사회혁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원 기관 중 하나로 사회혁신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총 99
팀에게
전문
멘토링,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22팀이 예비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올해는 2017
년 육성되었던 전국 500개 팀 중에 대상팀 ‘
밸리스’를 육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지원
2017년에 이어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추진단과 대학과 지역의 공생을 고민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외에
강서구, 마포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도
협력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가 후속지원과 자원 연계
육성된 창업가(팀)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교육과 컨설팅으로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H-온드림 참가를 지원한 결과,
육성사업 7기 창업팀 밸리스, 크리에이터스랩,
맘스콜라보가 선정되어 전국 창업지원기관 중
가장 많은팀을 배출하였습니다.

사회적금융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그룹홈 거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투자
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IQ
71~84의 장애는 아니지만 ‘느린학습자’)SIB
사업을 통해 3년간 이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 및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최대 투자자로
참여 중입니다. 올해는 3년차로 3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09명의 아동들이
개별 맟춤 프로그램을 제공받았고, 2019년 8
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인
위드푸드, 메자닌아이팩, 연우, JM글로벌,
모어댄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출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와 인내 자본을 통한 혁신 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임팩트 투자
2018년 7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팩트 투자 전문 회사 ‘
더임팩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하므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 이해관계자의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2018 재무보고

수입

3,186,483,671

후원금

1,307,300,000

지정 후원금

690,300,000

비지정 후원금

617,000,000

보조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미래나눔재단 사업비

27%
981,214,000

31%

수입

980,864,000
350,000

2018년 사업준비금

864,669,671

기타수입

33,300,000

지출

41%

3,186,483,671

경상비

171,876,607

기획홍보비

30,600,000

사업비

2,753,803,594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980,864,000

사회성과보상사업

350,000,000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642,400,000

현대차 지정 : OK셰프

698,539,594

SK행복나눔재단 지정

18,000,000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정

54,000,000

남북하나재단 지정

10,000,000

2019년 사업준비금

7% 5% 1%

지출

230,230,470

(*1월 ~ 9월 현재까지 결산 내용입니다. 2018년 재정보고는 감사가 종료된 2019년 상반기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