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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시작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자활이 목표였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벳세다 광야의 굶주린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5천 명이나 되었던 사람들

이 한 어린 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가 예수님께 마중물처럼 드

려지자 5천 명이 먹고도 열 두 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100사장 프로젝트와 서울시약 체결한 SIB 사업과 소셜

벤처허브센터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은 뜻을 같이하는 많은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의 참여가 없었

다면 감당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여러 단체와 기업 그리고 후원

자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취약계층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더좋은세상 사단법인 피피엘 이사장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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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창립총회
  4월 | 사단법인 빈곤과평화연구소 설립

12월 | 사단법인 피피엘 단체명 변경
            (People&Peace Link) 

  2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운영기관 선정

  8월 | 북한 나진 선봉 태풍 피해지역 
            긴급 구호 지원

  9월 | 현대자동차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행

10월 | 사회적기업 위드푸드 설립 

12월 | 창업교육 매장 ‘이야기를담은라멘‘ 
           우면점 오픈

  2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5개 
            창업팀 선발

  4월 | 서울시 제1호 SIB (사회성과보상  
            사업) 투자

  8월 | <OK셰프> 1기 15명 수료

  9월 | <OK셰프> 2기 20명 선발

12월 | <백사장 프로젝트> 창업 1, 2호

            매장 개업

2014 

2015 

2016 

발자취

2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3개 
         창업팀 선발

5월 | <OK셰프> 3기 21명 선발 

8월 |  <백사장프로젝트> 창업 3호 안양점 개업

9월 | <OK셰프> 4기 21명 선발, 

         창업교육 매장 경희대점 오픈

1월 | ‘OK셰프’ 3기 17명 수료,  
         <백사장 프로젝트> 창업 4호점 개업

2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5개 
         창업팀 선발

4월 | ‘OK셰프‘ 4기 17명 수료,  
         <백사장 프로젝트> 창업 5호점 개업

6월 | <백사장 프로젝트> 창업 6호점 개업

7월 | 임팩트투자회사 더임팩트 설립

9월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기업융자 
         지원사업 선정

2017 

2018 

2019 
2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30개 
         창업팀 선발

3월 | <OK셰프> 5기 수료

4월 | 소셜벤처허브 위탁운영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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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풀어가는 
           혁신가의 성장을 돕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해가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

업> 운영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

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을 매년 모집·선발합니다. 선발

된 창업팀은 10개월간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협력 

지원 내용

창업 공간

공용 사무 공간 제공

창업 자금

1천만~5천만원 지원

창업 교육

창업 일반·사회적기

업 창업에 필요한 필

수  교육

전문 멘토링

법률, 세무, 노무,  특

허 등 전문 분야 멘토

링 지원

자원 연계

지역사회 및 민간 자

원 연계·사후관리

육성 현황

99팀 113명
총 육성팀 고용 창출 매출 창출

36억원

* 2015년~ 2018년 누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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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6기

(주)테스트웍스
대표자 | 윤석원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소프트웨

어 전문 테스터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6기

(주)째깍악어
대표자 | 김희정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시간제 아이 돌봄 매칭 서비

스 입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성장과 가

정의 행복을 돌보면서도 일을 병행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우수모

델 선정

대표 육성 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7기

(주)밸리스
대표자 | 서정남

버려지는 가치를 업사이클링하여 혁신

적이고 건강한 펫푸드를 제작 유통하

는 기업입니다. 

*2017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대상 선정

대표 육성 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8기

엘그라운드
대표자 | 이민규

신뢰도 높은 판매채널을 제공하여, 시

장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생산

자의 시장참여를 지원합니다. ‘밥상의 

품격’ 이라는 브랜드로 땅에서 나는 모

든 것, 신선한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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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허브센터
-

 “ HUB of HUB “

Social Venture Hub

소셜 앙트레프레너
발굴 교육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복잡하고, 전례 없던 사회문제의 해결

을 위해 사회혁신 방법론, 사회적경제 

이해·해결역량 등 사회문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교육

합니다. 발굴·입문·심화(해커톤) 과정

으로 체계화된 소셜앙트레프레너 양성

과정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혁신

형 비즈니스모델에 특화된 교육입니

다.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원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초기 소셜벤처가 기업 성장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잠재력 높은 소셜벤처 코워킹, 사무실 입주

         본질적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 가능한 최적의 공간 조성

  - 다양한 창업가들과 교류-협업-시너지 발생 

          비즈니스 성과 향상 가능

협력 

엑셀러레이터

  강남권 최초 
   소셜벤처  
         허브센터

“

1. CSR포럼, SEN 등 소셜벤처 생태계의 네트

워크를 연결하는 HUB of HUB를 구축

2. 네트워킹지원, 장소지원 등 소셜벤처의 부문

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자가 모일 수 있는 기

반 조성

사회혁신 맥락 

이해하기

Basic Training Co-Creation Lab

BM 가설검증
MVP 제작

크라우드펀딩

임팩트 투자

개념이해

Field-test Lab Inves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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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에 금융 자원을 공급하여 

혁신의 생태계를 넓혀갑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성 사업

소셜벤처 성장지원

자체 기금과 외부의 공적 자금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2018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서민금

융진흥원 사회적기업 대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와 인내 자본을 통

한 혁신 사례를 지속해서 만들어 갑니

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규모나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성장기’

에 접어들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은 

아직 ‘태동기’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 정도보다 금융 공급이 부

족한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 임팩트 투자 전문 기관인 더임팩트(주)를 설립하였습니다.  역량있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컨설팅, 네

트워킹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파트너로 함께 성장합니다. 

| 더임팩트 파트너 체결식

협력 

2015년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 SIB 

사업으로 (주)대교와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IQ 71~ 84)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좋은세상 사단법인 피피엘은 서울

시 제1호 사업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능 아동 교육>에 유비에스증권, ㈜

엠와이소셜컴퍼니와 함께 투자기관으

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서울시 아동복

지시설(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지

능아동 100여명에게 3년간 정서를 치

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을 

목표로 1:1 개별 맞춤식 방문 교육상

담을 제공합니다.

SIB 란?

SIB란 Social Impace Bond의 약자로 국내에서

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또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 

합니다.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목

표했던 사업을 성공했을 때 정부 및 지자체의 예

산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채권 형태의 사업입니

다.

아시아 최초 SIB(사회보상사업) “
사회성과보상사업

|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공유회(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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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지원 사례 

모어댄
대표자 | 최이현

주식회사 모어댄(More Than)은 버려

지는 폐자동차의 가죽 시트를 가방, 지

갑 등의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 시키

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컨티뉴를 

운영 중 입니다.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

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좋은세상 사)피피엘은 SK

이노베이션의 후원을 통한 성장지원과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

출지원 하였습니다. 

| 합정동 쇼룸 개업 기념

 밸리스
대표자 | 서정남

버려지는 가치를 업사이클링하여 혁

신적이고 건강한 펫푸드를 만드는 청

년 소셜벤처 밸리스. 생태계교란어종

이라는 이유로 ‘베스’가 버려지는 것을 

접하고, ‘베스’를 고영양가 펫푸드 제

품으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 사회적

기업가육성사업 이후 피피엘이 설립한 

더임팩트의 파트너로 선정되어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 지원 사례 

오파테크
대표자 | 이경황

‘시각장애인의 질 좋은 일자리 개발’ 

방안을 만들던 중 많은 시각장애인들

이 점자 언어 학습이 안된 것을 알게되

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인 점자를 모

르고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시작장애인을 

위한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 

점자학습기를 개발하여 현재 국내 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수출을 진행해 나

가는 에이블테크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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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넘어, 우리의 땅 북한을 포함한           
            아름다운 하나의 코리아를 위해 “

자립지원
-

사회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교육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역량강화 교육
<OK셰프>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백사장프로젝트>

OK셰프 프로젝트는 ‘One Korea 셰

프’ 의 줄임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

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

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으로 

기획된 <북한이탈주민 취·창업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소셜 프랜차이즈 사회적 기

업 위드푸드 설립을 통해 100사장 프

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00사장 프로

젝트는 최저임금, 불안정한 계약직 일

용직에서 벗어나 본인의 가게를 창업

하여 노력한 만큼 성공의 기회를 만듭

니다. 

협력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프랜차이즈 진입 장벽 완화와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의 고용확대, 소득 증대

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소셜 프랜

차이즈 창업의 프로세스, 경영 컨설팅

을 지원합니다. 2018년 코레일의 ‘미

혼모 마중물 프로젝트’ 를 위해 컨설팅

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부산역사에 

<소당 한그릇>이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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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코리아, 통일을 위한 준비

자립 의지가 강한 북한이탈주민 선발하여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합니다.

1대 다의 심층 면접과 3일간 사전교

육을 통한 다층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엄격한 수료 기준으로 훈련합니다. 

- 창업과 자립에 대한 의지

- 창업 가능성을 정량 / 정성 평가

- 참여 프로그램 태도, 적극성

- 리더쉽-팔로우쉽 평가

창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90시간의 

전문 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 창업 전문 기관의 강의, 실습, 토론

- 창업시장의 흐름과 트렌드 분석

- 창업 적성 검사 유형별 아이템 분석

- 프렌차이즈 시장 현황과 전망

- 위생과 품질 관리, 세무와 노무

- 소셜 마케팅의 이론과 실습

선발 과정

창업 이론 교육

서비스 교육

억양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극

복하고, 자신감 향상을 위해 총 90시

간의 CS 전문 교육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마케팅

- 소비자 행동 이해 고객 불만 응대

- 이미지 메이킹, 셀프 리더십

- 음성과 신체 언어

- 커뮤니케이션

성공 창업 매장 방문, 우수 상권 분석 

등 현장 견학을 이론교육 심화과정과 

창업 교육 매장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무를 익힙니다. 

- 창업과 서비스 교육 내용 현장 적용

- 레시피 매뉴얼 숙련

- 시간과 일별 작업 전달 체계 습득

현장 교육

‘15
. 9

 ~ ‘1
6. 5

‘16
. 6

 ~ ‘1
7. 3

‘17
. 5

 ~ ‘1
8. 1

‘17
. 9

 ~ ‘1
8. 4

‘18
. 1

0 ~ ‘1
9. 4

1기

20명 선발

15명 수료

2기

20명 선발

18명 수료

3기

21명 선발

17명 수료

4기

21명 선발

17명 수료

5기

16명 선발

13명 수료

창업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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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

노력한 만큼의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을 지원합니다.

| 창업 5호점 신용산점 개업식(2018. 05. )

| 제1호 교육 매장 개업식(2015. 12. )

창업 이전에 경영의 전반을 모두 경험

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 매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

의 외식업 창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경영 전반의 효율을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매장 창업을 지원합니다. 상권

분석, 입지 선정, 경영 및 유통과 관련

한 기반 전체를 지속해서 지원합니다.  

현장 중심 창업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지원 사례_ 부산역 소당 한그릇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매장
우면점 서울시 서초구 성촌1길 12 02-529-9908

문래점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9 문래아카데미빌딩 102호 070-4218-3994

세종대점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94 070-4190-0715

안양점 경기도 안양 만양구 장내로 139번길 58 070-8845-3353 

경희대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13길 16 070-4191-0715

공덕점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43 삼보나눔빌딩 107호 070-7793-0615 

신용산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42 래미안 지하 1층 070-8860-4533

컨설팅 지원 사례 매장
소당 한그릇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1층(부산 역사 내)

더좋은 세상을 위한 
                                      이야기를담은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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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손이 수고한 대로”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더 좋은 세상'을 지향합니다.

사업 파트너 후원 파트너

기업가정신 확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기업의 성

장 기반을 함께 만들 파트너를 기다립니다. 

더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와 지원이 지속가능하도

록 후원으로 함께 할 개인, 소상공인, 기업을 기다립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070-4610-5680

사회적금융 · 소셜벤처지원 사업

070-4610-5683

후원문의

070-4774-4300

후원계좌  기업은행,  예금주)사단법인 피피엘   

148-090239-04-032

더좋은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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