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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일동 

긴 역사 속에서 굴곡은 있을 터이니 가시적 성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작은 숲(공동체)'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해야 한다.

숲은 작은 나무, 큰 나무, 늘 푸른 나무, 낙엽 지는 나무가 서로 거름도 하고 의지도 하면서

땅을 지키고 바람을 잠재우고 생명을 품어나간다.
- 신영복 선생의 말씀 中에서 -

2014년 12월, 사회혁신공간There 사회혁신기금추진단으로 기금 조성 준비부터 운영을 

해온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조기금 조성 논의를 제기하고 운영 준비를 주도해주셨던 사회혁신기업가포럼과

이철종 전 추진위원장님 이하 추진위원회 분들 덕분에 사회혁신기금은 

기금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2015년 5월, 

첫 긴급자금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현재는 88개의 회원사가 조성한 약 3억원의 기금으로 35건, 총 5억 4천만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하였으며, 한국사회투자의 매칭자금 2억원, 그리고 대출회원들의 

안정적인 상환으로 지속적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선후배 또는 동료기업가로서 심사 과정에서 역할해주신 이지혜 운영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회 분들이 주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자조기금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선뜻 기금 참여를 결정해주셨던 

회원사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사회혁신을 꿈꾸며 모인 회원사 여러분들이 '작은 숲'을 이루는 데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2016년 3월, 기금 운영을 맡은 한국사회혁신금융 주식회사는 기업가들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펀드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을 위해 나아가는 다양한 사회혁신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에는 '작은 숲'을 이루는 회원사 한분한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게끔 

연대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에도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나갈 '작은 숲'을 함께 기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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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사회혁신기금 소개

사회혁신기금 소개

* 사회혁신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셜미션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시하는 법인 회원사를 총칭합니다.

사회혁신기금(Social Innovation Fund)은 사회혁신기업*이 서로를 돕기 위해 직접 조성한 

자조기금에서 출발했습니다. 사회혁신기업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그러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영 이슈 중 하나는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사회혁신기업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서의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기금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순수하게 기업가들만의 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낼 수 있는 만큼 

모으고, 필요한 때에 관계에 의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초기엔 공간, 정책, 사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There 內 사업단(‘사회혁신기금추진단’, 이하 추진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추진단이 독립하여 한국사회혁신금융(주)을 설립하고 사회혁신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Social innov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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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overvieW 

핵심가치

가치 중심 

사회혁신기금은 사회혁신기업가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합니다. 

추천을 통해 함께하는 회원사들은 진정성 있게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믿습니다. 대출 심사 인터뷰는 그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과정입니다. 

03

당사자 주도

사회혁신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사회혁신기업가들의 의지로 모아내고자 

합니다. 우리를 이해해주는 금융, 그 가능성의 씨앗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대출시 추천 제도를 

통해 운영 과정 전반에 사회혁신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기업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대출 심사를 통해 회원 간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주체성을 공고히 해나갑니다. 

01

커뮤니티 기반 연대

지역, 사업 영역, 업력이 다른 다양한 사회혁신기업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연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회원사간에 상호거래 

활성화, 공동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사업에 있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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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조성 과정

회원 모집 설명회 진행

일시 : 2015년 5월~

내용 :  서울, 대구 등에서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회 개최

조성 과정

사회혁신기업가포럼, 
기금 조성 포럼 개최 

일시 : 2014년 7월 

내용 :  사회혁신기업가 및 

전문가 네트워크 모임인 

사회혁신기업가포럼에서 

기금 조성 논의 본격화

준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일시 : 2014년 12월~

내용 :  추진단을 구성하고 

포럼 회원 기업가 중 기금 

조성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회원사 대출 시작

일시 : 2015년 5월~

내용 :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사회혁신기업들의 

긴급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대출 사업 진행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일시 :   2015년 5월~ 

(월 1회 정기 회의)

내용 :  회원들의 운영 

참여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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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overvieW 

연혁

2014년 7월 사회혁신기금 조성을 위한 포럼 개최

12월 준비위원회 및 사회혁신기금추진단 구성

12월 사회혁신기업 대상 설문조사 진행(45개 기업)

2015년 3월 제1호 회원가입(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및 약정

3월 사회혁신기금 대구 설명회 개최

4월 뉴스레터 제1호 발행

4월 사회혁신기금 서울 설명회 개최

4월 긴급자금대출 서비스 오픈

5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5월 긴급자금대출 제1호 실행

7월 회원사 소개 캠페인-‘더위를 부탁해’(7~8월)

8월 기금운영을 위한 금융솔루션 개발

9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8.26~9.11)

10월 소액 긴급자금대출 제1호 실행

11월 회원사 대상 재무진단서비스 오픈

2016년 3월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설립

4월
사회혁신기금 영업양수 : 
사회혁신공간There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4월 69개 회원사 방문인터뷰(4~6월)

5월 대출한도 상향(출자금 10배, 최대 3,000만원)

6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매칭(2억원)

7월 사업개발자금대출 서비스 오픈(1년, 최대 5,000만원)

12월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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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안내

▶�사회혁신기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법인

▶�기존회원 1인의 추천을 받거나 심의위원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법인

가입 자격

1. 서류 제출

2. 가입비 및 출자금 납입

가입 절차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서류 제출

   (가입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회사소개서, C.I 파일)

▶�가입신청서 내 기존회원 1인의 추천사항 필수 기재

   가입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스캔본이어야 함

   재무분석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제출 필요

▶가입비 11만원(VAT 포함)은 가입신청서 제출 5일 이내 납입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출자금은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방식(일시납, 분납, 월납 등)으로 납입

▶회원자격은 가입비와 최소출자금(10만원)을 납입한 날로부터 발생

▶대출상품 이용(출자금과 연동)

▶대출추천권 (동료 회원 대출 신청 시 추천서 작성 권한 사용, 동시 최대 2회)

▶가입추천권 (사회혁신기금 회원 추천, 횟수 제한없음)

▶재무분석 서비스  

▶회원 간 교류 활동

※ 대출상품 이용, 대출추천권 사용은 출자금 100만원 이상 납입 시점부터 가능

3. 회원 자격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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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내 overvieW 

대출 안내

사회혁신기금 회원이며 출자금 실제 납입액이 100만원 이상인 회원

상품명 용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연체이자율)
심사방식

운영자금대출 운영자금
출자금 7배

(2,000만원 한도)
6개월

연 4%
(연 16%)

대면

매출채권연계
소액대출

매출채권 회수 이전 긴급자금 용도 500만원 3개월
연 4%

(연 16%)
서면

매출채권연계
일반대출

매출채권 회수 이전 긴급자금 용도
(매출채권액의 90%까지 인정)

출자금 10배
(3,000만원 한도)

3개월
연 4%

(연 16%)
대면

사업개발자금 
대출

사업개발 및
프로젝트자금 용도

출자금 10배
(5,000만원 한도)

6~
12개월

연 4%
(연 16%)

대면

상품 유형 

전체 대출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은 최대 10영업일 이내입니다.(대출추천서 포함 부대서류 접수 완료일 기준)

대출 자격

대출신청서 및 공통서류

▶�공통서류 : 대출추천서 2부, 재무제표(최근 3개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A4 1매 이내), 지방세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매출채권연계(소액,일반)대출 : 공통서류 및 매출채권 증빙서류 

▶�사업개발자금대출 :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재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대출 절차
1. 대출신청서 및 부대서류 제출

▶�추천회원 2인을 선정하여 대출신청서에 기재
▶�신청서 제출 이전에 추천회원에게 대출금 사용 용도, 상환 계획 설명

2. 심사 인터뷰

▶�운영위원회과 신청회원 인터뷰
▶�사업개발자금대출은 인터뷰 이전에 현장실사 진행

3.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확정

▶� 인터뷰 결과, 기금기여도를 반영하여 대출조건 확정
▶�상환방식 등 세부조건 협의 

4. 대출 계약 작성 및 대출금 입금

▶�계약서 작성 및 대출금 집행(대손보전적립금 1% 공제)
▶�대손보전적립금은 대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며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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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규모

4.3억 원

서울시 기금 매칭 

2억 원

회원사 수

88개

회원사 출자금 (약정액 / 실입금액)

3 / 2.3억 원

overvieW 회원 현황

사회서비스1)별 분포 *회색은 기타분야에 해당

지역별 분포

서울 69
경기 7

광주·전남 5
부산·경남 3

대구 2
대전 2

문화예술 16 간병가사지원 2 컨설팅 3

교육 6 IT 14 공정무역 2

청소 4 제조 8 금융 2

관광, 운동 3 요식 4 식품 2

사회, 복지 2 건설 3 인쇄 2

환경 3 공유경제 3 기타 9

주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서비스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조직유형별 분포

사회적 기업 36
예비사회적기업 16

소셜벤처 24
협동조합 5

비영리단체 3
중간지원조직 4

회원 현황 (‘16.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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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공감만세

공공미술프리즘

나누리

다솜이재단

다우환경

두꺼비하우징

류호선우리밀베이커리

리맨

마인드디자인

미담장학회

빅이슈코리아

사람마중

셰어하우스 우주

송지

아름다운가게

에이컴퍼니

에코T&L

엔비전스

영화제작소 눈

오요리아시아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위누

인스케어코어

자락당

자리

착한엄마

커뮤니케이션우디

커스프

터치포굿

트래블러스맵

티팟

페어스페이스

푸른환경코리아

함께일하는세상

해들녘애

현장사람들

예비사회적기업

21세기자막단

ODS다문화교육연구소

공공공간

기브원

레디앤스타트

바이맘

베네핏

비카인드

빅워크

세눈컴퍼니

어스맨

언더독스

에코인블랭크

책농장

캐어유

한마음에프앤씨

호오생활예술 

소셜벤처

감지덕지

나르샤푸드

네모네

뜻있는주식회사

라이프브릿지그룹

마리몬드

만인의꿈

모숨

백패커스그룹

브레인이노베이터

브링유어컵

스튜디오크로스컬쳐

씨쓰리코리아

아트니어링

에트리카

이노온

인디씨에프

인라이튼

집밥

크리에이트립

트리플래닛

프렌트립

휴브

협동조합

모두를위한극장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

코끼리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NPO/NGO

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

열린옷장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중간지원기관

MYSC

사회적기업연구원

크레비스파트너스

팬임팩트코리아

회원 명단 overvieW 

회원 명단 (‘16.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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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추진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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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한 눈에 보는 기금

비카인드 인터뷰

한마음에프앤씨 인터뷰

착한엄마 인터뷰

대출 실적

재무분석서비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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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한눈에 보는 사회혁신기금

회원사 수

대출추천서 작성

출자약정총액

누적대출건수

대출심사인터뷰

누적대출총액

88개사    

74건

현재대출잔액 
4억 2천만 원

최근 3개월 기업당 
평균대출금액  

4천만 원

37건

3억 원

5억 7천만 원

한 눈에 보는 사회혁신기금

23회
(대면인터뷰 기준)

재무분석컨설팅

42회

상환율
100%

(‘16.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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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인드 인터뷰  김동준 대표

기업 소개

비카인드는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자선활동의 결합을 통해 자선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설립한 소셜 벤처입니다.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소아암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축구스타의 슈팅 릴레이 캠페인 ‘슛포러브(Shoot For Love)’가 있습니다. 

대출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활용처 및 활용결과)

저희는 대출자금으로 슛포러브 크라우드펀딩 상품 제작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상품을 

거의 처음 제작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이버에서 1천만원 

이상 모금을 할 수 있었고, 그 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재투자를 하여 지금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입점, 그리고 티켓몬스터에서도 연락이 와서 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연락이 와서 스토리펀딩도 연재하게 되었는데, 시작 1주일 만에 목표치 

500만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기금의 대출자금을 너무 유용하게 썼기 때문에, 

대만족이었습니다. 

비카인드의 2016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올해 새로 시작한 시리즈인 '슛포러브 : 임파서블 미션' 콘텐츠를 널리 확산시키고, 신규 

리즈 2개를 더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상품 판매로 이어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조직측면에서는 직원들을 올해 말까지 6명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콘텐츠 기획자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긴급자금대출 진행 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가감없이 알려주세요!

저희는 너무 큰 도움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가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파이팅입니다.

대출회원 인터뷰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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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에프앤씨 인터뷰  문윤 대표

기업소개

한마음에프앤씨는 기업장례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기업체 및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장례지도사, 상례사, 상가도우미 등의 인력 지원 및 장례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출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활용처 및 활용결과)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시작되면서 고객사들로부터의 대금결제 기일은 많이 남은 상태고(익월말 

결제), 원자재는 미리 확보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운전자금도 여유가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차에 사회혁신기금의 대출자금을 통해 원자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다행히 고객사의 

결제기일까지 고객사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에프앤씨의 2016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1) 사업측면

 - 한마음에프앤씨만의 포지셔닝을 통해 성과가 기대되는 한해입니다.

 - 매출은 2015년 7.3억에서 2016년 1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 기준 4억원의 매출은 달성하였고, 23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조직측면

 - 5명의 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한마음에프앤씨만의 좋은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3) 사회적가치(2016년 말 기준)

 - 취약계층 총 10명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2억원

 - 기초수급자, 무연고자 장례지원 50건

  

사회혁신기금에 앞으로 기대하시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긴급자금대출과 더불어 성장기 사회적 기업의 자금대출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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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엄마 인터뷰  김주연 대표

기업 소개

착한엄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수공길’, ‘덕수궁 

페어샵’, ‘청년야시장’ 등 사회적경제 주체 및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오픈 마켓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활용처 및 활용결과)

서울혁신파크로의 사무실 이전 및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착한엄마의 2016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업 측면에서는 위탁사업의 확대를 통한 기업 내외 규모 확대, 자사의 마켓 기획 및 운영을 

통한 브랜드 마켓 신설 및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한 이윤을 증대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회원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회원사가 함께 또 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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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적

회원명 대출상품명  대출금 대출일 대출재원

책농장 운영 5,000,000 2015년 5월 출자금

자리 운영 5,000,000 2015년 5월 출자금

감지덕지 운영  4,700,000 2015년 6월 출자금

네모네 운영 4,500,000 2015년 6월 출자금

티팟 운영 10,000,000 2015년 8월 출자금

비카인드 운영  5,000,000 2015년 8월 출자금

착한엄마 매출소액 5,000,000 2015년 10월 출자금

마인드디자인 운영 5,000,000 2015년 11월 출자금

브레인이노베이터 매출소액 5,000,000 2015년 11월 출자금

알로하아이디어스 매출소액 5,000,000 2015년 11월 출자금

어스맨 매출소액 5,000,000 2015년 12월 출자금

한마음에프앤씨 매출소액 5,000,000 2015년 12월 출자금

자리 운영 8,000,000 2015년 12월 출자금

나르샤푸드 운영 4,500,000 2016년 1월 출자금

공공공간 매출소액 5,000,000 2016년 2월 출자금

착한엄마 운영 5,000,000 2016년 2월 출자금

비카인드 운영 5,000,000 2016년 3월 출자금

알로하아이디어스 매출소액 5,000,000 2016년 4월 출자금

(협)모두를위한극장 매출소액 5,000,000 2016년 5월 출자금

네모네 매출소액 5,000,000 2016년 5월 출자금

인라이튼 운영 10,000,000 2016년 5월 출자금

류호선우리밀베이커리 운영 18,000,000 2016년 6월 출자금

21세기자막단 운영 19,900,000 2016년 7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마인드디자인 운영 20,000,000 2016년 7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해들녘애 운영 15,000,000 2016년 8월 출자금

이노온 사업개발 50,000,000 2016년 9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ODS다문화교육연구소 사업개발 20,000,000 2016년 10월 출자금

사람마중 운영 20,000,000 2016년 10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에코인블랭크 운영 13,400,000 2016년 10월 출자금

자리 사업개발 50,000,000 2016년 10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티팟 사업개발 50,000,000 2016년 10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업개발 40,000,000 2016년 10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어스맨 사업개발 15,000,000 2016년 11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트래블러스맵 사업개발 38,000,000 2016년 11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오요리아시아 사업개발 50,000,000 2016년 11월 출자금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업개발 33,000,000 2016년 12월 사회투자기금 + 출자금

캐어유 매출소액 5,000,000 2016년 12월 출자금

상품명 건수 대출원금 상환완료 대출증 대출평균 이자수익

매출채권
연계소액대출

10 50,000,000 8.71% 42,000,000 8,000,000 5,000,000 814,747

사업개발
자금대출

9 346,000,000 60.28% 0 346,000,000 34,600,000 1,610,030

운영자금
대출

18 178,000,000 31.01% 106,675,030 71,324,970 9,888,889 3,467,599

합계 37 574,000,000 148,675,030 425,324,970 15,105,263 5,892,376

대출현황 건수

대출중 16

상환완료 21

합계 37

(‘16.12. 기준)



재무분석서비스 실적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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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석서비스 실적

주요 분석 내용
  - 유동성, 건전성, 활동성, 현금흐름, 성장성, 수익성 등 
     6가지 관점에서 현황진단  및 제언
  - 재무제표 신뢰성 진단 및 제언

활용 포인트
  - 대출심사, 임팩트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
  - 경영관리 개선을 위한 재무컨설팅 기초자료

재무분석보고서 발행건수 42건(16.11.17 기준)

서비스 신청 회원사에게 무료로 
재무진단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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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초기 조직도

현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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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초기 조직도

사회혁신공간There, 2014.12~2016.3

추진위원회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김병권  서울혁신파크 센터장

변형석  트래블러스맵 대표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대표

유다희  공공미술프리즘 대표

이동환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조재호  베네핏 대표

박민호  안세회계법인 이사

운영위원회

이지혜  오요리아시아 대표

김정태  MYSC 대표

전상준  아름다운가게 사무처장

정지연  에이컴퍼니 대표

진무두  C3KOREA 대표

사회혁신기금추진단 

(사회혁신공간There 소속)

이상진  사회혁신기금추진단 단장

황호진  사회혁신기금추진단 팀장

손영지  사회혁신기금추진단 매니저

초기 조직도

사회혁신기금 회원단체

추진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사회혁신기금추진단

사회혁신공간There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방향 논의

실무 논의 
(대출심사/
위험관리)

·사무실/사무기기 지원
·경영 지원 (총무, 회계 등)
·재정 지원 (4대 보험료 등)

후원/기금출자

사회혁신기금
회원사 회원사

기금 운용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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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직도 companY 

한국사회혁신금융, 2016.3~

현재 조직도

이상진 

現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現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SVPS), 이사

前 사회혁신공간There 사회혁신기금추진단

前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 

前 글로벌 컨설팅사 AT Kearney 등

손영지 

現 한국사회혁신금융㈜ 팀장, 기금운용팀

前 사회혁신공간There 사회혁신기금추진단

前 SK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지원팀(Intern)

前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Intern)

운용역

이지혜  오요리아시아 대표

정지연 에이컴퍼니 대표

전상준 아름다운가게 처장

진무두 C3Korea 대표

구자덕 리맨 대표

조주연 티팟 대표

이창환 인스케어코어 대표

운영위원회

박광회 

現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회장

現 한국소호진흥협회 회장(산업통상부)

정상훈 

現 더함  사회적부동산사업단  총괄디렉터

前 사회혁신파크 센터장,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윤현조 

現 인덕회계법인 이사

前 삼정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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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추진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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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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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Finance 손익계산서

과    목 2016.9.30 2015

매출액 24,810 67,800

이자수익

용역수수료

자문수수료

기부금수익

2,290

21,000

1,520

-

-

19,900

7,100

40,800

판관비 24,810 50,920

직원급여 17,538 39,097

기타 7,272 11,823

영업이익 - 3,389 16,880

영업외 수익 12,885 1,112

영업외 비용 157 0

당기순이익 9,339 17,992

참고 1) 2016년 3월 11일 한국사회혁신금융㈜ 설립

       2) 2016년 4월 사단법인 재산을 한국사회혁신금융㈜가 영업양수 

       3) 2016년 7월 1일 합병등기(자회사- 모회사간)

       4) 2016년 매출액은 52,000천원, 당기순이익은 9,000천원 정도로 예상    

(단위 : 천원)

2016.3.11 ~ 2016.9.30



과    목 2016.9.30 2015

자산총계 538,542 187,278

보통예금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기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296,860

211,716

(1,143)

-

31,109

131,448

56,088

(722)

464

-

부채총계 429,203 167,941

유동유채 12,660 167,941

비유동부채1) 416,543 -

자본총계2) 118,057 19,337

보통주자본금 1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9,339 19,337

부채와 자본총계 538,542 187,278

주 1) 사회혁신기금에 참여한 80여개 회원사 출자금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매칭 조달한 차입금 

    2) 2014년 12월부터 사단법인 사업단 형태로 운영(자본금 X)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2016.9.30 기준

재무상태표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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