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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품위 있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갑니다.

·다양한 계층의 실업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협력을 만들어 갑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허브를 지향합니다.

·사회안전망 확립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인적 자원 개발에 앞장섭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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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conomy

Support
for사회적경제의 기반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모델 개발 및 사업비, 

유통, 마케팅,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성공 모델 발굴 및 설립 지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사회적경제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사회적기업 자본 대부 및 임팩트 투자

·유통·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공제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자본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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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고, 

소셜펀딩 공모, 경연대회 개최 등 

실험적인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청년 실업 해소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청년 니트족 지원을 위한 학술 지원

·청년 실업·고용,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구·포럼·캠페인 진행

·대학생 학자금 지원, 청(소)년 진로탐색 등 청년 지원사업 추진

6
Youth

Solutio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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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ization

Community
Local

of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지역 주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인큐베이팅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놀이터 보수·설비 지원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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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민 모금과 캠페인을 통해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으로 

경제·사회적 위기에 처한 

실업·빈곤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펼칩니다.

 모금·캠페인  

·해외 빈곤가정 지원사업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 추진

·국내 빈곤가정 지원사업 

‘라이트어램프(Light a Lamp)’ 추진

·기부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기부프로그램 

‘기빙서클(Giving Circle)’ 개발·운영

Campaign10

Fundraising
and



13

International 

Cooperation12

해외 선진 사례 습득은 물론 

국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모델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여 

한국 사회적경제의 위상을 제고합니다. 

또한 세계 사회적기업을 국내외에 소개해 

임팩트 투자를 연결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국제협력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를 비롯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최 및 공동 연구 수행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전문 번역 자원활동가 모임 ‘브리지’ 운영

·그랜트 연계 임팩트 투자 사업 추진

·글로벌 산학협력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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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Publishing 15

실업 및 빈곤 상황에 대한 

발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연구사업 및 출판사업,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합니다.

 연구·출판 

·실업,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사회 문제 연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공모 및 지원

·전문 서적, 자료집, 단행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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