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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2015년 10월 현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청년소셜벤처 등 3,000여 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

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사회서비스, 윤리적 소비와 지역 중심 소

비, 자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와 사회 문제 해결 등 서울 곳곳에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조

직, 시민들을 연결하며 ‘서울형’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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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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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2015년 9월 기준(부문별 중복 집계)

사회적기업  422개 

협동조합  2,200개

마을기업  114개

자활기업  194개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현황

2015년 11월 기준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6개 자치구

사회적경제협의회  

20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8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개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24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6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국제 협력

2014년 11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개최

도시  18개

국내외 사회적경제 민간단체  43개

국제기구  3개

참석자  4,000여 명

*초대 의장도시: 서울

사회적경제 도시, 서울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협의회

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역 기반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고 확산 가능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

(p17 참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관악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자원순환, 청소년, 

노인 돌봄 사업

도시재생을 융합한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소셜 패션 

생태계 구축

돌봄 서비스 

토털 사업 개발

문화예술 관광 · 체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돌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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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환경, 일자리 등 서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보도록 지원합니다.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연 2회, 상/하반기

주체 발굴 사회적경제 예비 주체는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 주

체이자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 주

체입니다. 센터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실행 

및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

제 주체를 발굴합니다.

대상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및 단체

지원내용 아이디어 실행 지원금, 교육 및 멘토링, 자원연계 등

온라인신청 www.wikiseoul.com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

거나 전환하려는 조직을 대상으로 고유의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개념 이

해부터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증 지원 및 설립 상담

*연중 상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조성본부

설립상담 > 입문교육 > 기본교육 > 심화교육(팀 워크숍/기업 탐방)

상담 070-4267-5035, www.sehub.net/마을기업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초 상담 및 교육 설립지원 컨설팅, 운영멘토링

상담 1544-5077, www.15445077.net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

인증상담 및 컨설팅 지원

인증설명회(격주 수, 14시) / 사회적협동조합 설명회(격주 수, 10시)

상담 02-365-0330, www.joyfulunion.or.kr

서울광역자활센터

지원내용 설립지원 교육, 창업컨설팅,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등 지원

상담 02-318-4140, www.sjahwal.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내용 공간 제공, 비용 지원(활동비,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비, 

사업화 개발비), 멘토링 및 자원 연계, 사후 지원

문의 인큐베이팅 기관 

사회연대은행(02-2280-3312),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070-4365-

8390), (재)함께일하는재단(070-4469-1300), 사단법인 씨즈(02-355-7910),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02-761-1800)

 

 

 

 

마을기업 인큐베이팅 

협동조합 설립상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자활기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연 1회,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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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연구, 학습, 프로젝트, 세미나, 강연회, 워크숍, 

인터뷰, 캠페인, 잡지발간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시민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모임’ 

역량 강화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인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동가, 리더의 역

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새로운 일자

리 영역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현장 경험, 체계적인 아카데미 

과정 등 다양한 단계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인 이상의 학습동아리에 활동비 및 교육, 네트워킹 지원

전문 교육 기관과 함께 성장단계별, 업종별, 교육형태별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바탕으로 인재 발굴에서 실무자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성한 인재를 기업의 구인 

수요와 매칭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부문/업종별, 기업 성장단계별, 대상/직급별, 역량별, 교육단계/형태별 

등 각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아카데미 플랫폼(academy.sehub.net)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정보 

검색 및 신청, 강사/인재/구인 정보 제공, 수강이수 관리 등 지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공모 > 교육과정 운영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 조직에서의 현장성 있는 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

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예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연초 선발(홈페이지 참조)

대상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지원내용 맞춤형 교육, 현장 경험 지원, 정기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프로젝트 활동 지원

협력 사업장 모집 > 청년혁신활동가 모집 > 참여자 선발 > 공통교육 > 

협력 사업장 근로 > 워크숍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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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기초컨설팅에서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마케팅/영업 등 전문컨설팅까지 성장 단계별 

이슈에 따라 통합지원합니다.

컨설팅

*연중 상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지원으

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업종별, 분야별 컨설턴

트 및 전문자문단이 컨설팅, 경영기초교육, 법률·회계· IT 등 

성장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량 강화 

경영지원

전문컨설팅 혁신형, 성장지원 리서치 등 

기초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

멘토링 및 일상경영지원

문의 기업지원본부 070-4267-5037, bs@sehub.net

사회적경제 기업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회계 

업무 지원 방식과 IT 환경을 개발하여 최적의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회계/IT 지원

*연중 상시

지원규모 연간 100여개 기업 지원

온라인신청 www.sehub.net

문의 기업지원본부 070-7873-1433, bs@sehub.net

온라인신청 www.sehub.net

문의 070-4900-9291, wingcat@npoit.kr

회계 지원 

IT 지원

(Social ICT Help Desk)

설립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초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현장의 문제 해결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기초교육

(SNS/바이럴 마케팅, 

인사/조직관리, 세무회계)

*연중 개설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경영자문단과 프로보노단을 운영하면서 컨설팅 사업과 

전문 자문서비스,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지원 등을 진행

합니다.

경영자문단, 프로보노 운영

*연중 상시

온라인신청 www.sehub.net

문의 070-7873-1433, law@sehub.net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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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은 공공 행정을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파트너이며 공공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 시장 중 하나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조달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여 공공의 

수요와 연결합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 전략 개발과 제안 및 낙찰 과정을 지원

하며, 사회적책임 실현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합니다. 

공공구매의 

사회적가치 제고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의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시장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합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려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합니다.

역량 강화 

시장조성지원

대상 공공구매 제도와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내용 기업 등록 절차, 각종 증명 발급, 공공구매 시장 현황 등 

정보 제공

운영 월 ~ 금, 9:00 ~ 17:00, 070-4267-5042, market@sehub.net

공공구매 지원 콜센터

사회적경제 기업간 공유 자산 구축, 공동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의

기본 동력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합니다. 각 조직의 매장, 회원, 매체, 전문성 

등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성, 공동 마케팅, 협력상품 개발, 교차 캠페

인 등 상호거래 확대를 통한 경제 공동체 실현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의 역량 강화 및 유통 채널 다양화, 인프라 지원 등 

유통마케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사회적경제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통마케팅 지원

사회적기업 제품과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시민이 만나는 장터 운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신생 기업의 매출 진작과 홍보를 돕고 사회적경제 

가치 및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광화문 및 청계천 일대, 신촌, 잠실역 지하상가, 덕수궁 외 

자치구별 장터 운영

운영 3월 ~ 11월

식품, 생활용품, 패션/뷰티, 사무/전산, 여행/레저, 도서/교육 등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 통해 판매

천막, 탁자 등 장터 운영 필수 기자재를 공유자산으로 확보하여 무상대여

온라인신청 www.sehub.net

사회적경제 장터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www.hknuri.co.kr)

장터 기자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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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종, 부문을 넘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사업

을 추진하는 등 협동경제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자치구의 민

관 파트너십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 공간 운영 등 협동 

모델을 만들고 연대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성장지원 

협동화

공간 지원 

자치구 유휴공간 리모델링으로 클러스터형 공간을 조성하고 현장 및 지원

조직의 입주, 네트워킹, 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상호협력 기반 마련 

은평 상상허브, 성북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영등포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관악 클러스터(운영중)/노원, 동작, 양천, 성동, 도봉(설립예정) 

업종/분야별 공동의 생산혁신과 전문화된 협업공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축, 개별 주체들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 강화

지역밀착형 코워킹스페이스 ‘한다리 중개소’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구, 운영중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 서울혁신파크, 준비중

생활기술 융합 제작소 마포 석유비축기지, 준비중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공동작업장 운영

2014년 11월 창립된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의 의장도시인 서울은,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 혁신의 

경험 공유 및 전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GSEF의 

활동을 지원하여 전 세계 지방 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

하고 공동 사업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

*GSEF 2015(운영위원회) 

  2015. 11. 4 ~ 5, 서울

*GSEF 2016 

  2016. 9. 7 ~ 9, 몬트리올

GSEF사무국 www.gsef-net.org, 070-4693-1607, gsef@gsef-net.org

사회적경제 생태계 요소 구축과 업종/분야별 협업 모델 개발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문/업종별 협의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컨소시엄이 주체가 된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협동경제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 발굴 · 육성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며 지역 생태계 조성

사업단과 자치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 내 주체 발굴 및 네트

워크 구축,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자치구 특성에 맞는 생태계 모델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공모를 통해 연간 2~4개 

  자치구 선발

사회적경제 자치구 지원기관

강동 02-3427-4560

강북 02-994-8283

관악 02-6713-7500

광진 02-461-9390

구로 02-3666-9845 

금천 070-4432-3792

노원 02-933-7150

도봉 02-2091-2554 

동작 070-8690-6684

마포 02-303-5284

성동 02-2291-2323

성북 02-6223-6230

송파 02-2043-1421

양천 02-2643-1556

영등포 070-5029-4929 

은평 02-355-7913

*201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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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직면하는 사회 문제와 이슈를 전략 분야로 

선정, 이를 중심으로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주요 전략 분야 보육(아이돌봄 및 아동급식), 노인돌봄, 보건의료, 

주거재생, 도심제조(패션봉제 등), 학교협동조합, 자원순환 등

학교협동조합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교육경제공동체

전략업종 규모화

요식업 분야를 비롯해 돌봄사업 등 확장 가능성이 검증된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프랜차이즈 

모델화하여 확대 재생산합니다. 

소셜프랜차이즈 확산

서울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 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 방

식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합니다. 협력 - 상생 - 연대 등 사회

적경제 원리로 움직이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 재생산을 통

해 사회적경제 규모화를 이루고 시민체감도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성장지원 

규모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국제 네트워크 강화, 해외 전문인력 파견

및 초청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종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정책기획연수, 기술연수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

지역 네트워크, 거버넌스, 거점 공간 및 자산 등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문제에 전략적 해법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조성 및 운영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 및 운영지원

관악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돌봄 사업

광진 돌봄 서비스 토털 사업 개발

노원 자원순환, 청소년, 노인 돌봄 사업

마포 문화예술 관광 · 체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동 소셜 패션 생태계 구축

성북 도시재생을 융합한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특구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인구 및 산업적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을 개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가능한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지구

학교협동조합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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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통한 혁신적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사업비 등 재정 지

원, 정책자금/민간기금의 연결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

제 조직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합니다.

성장지원 

재정 · 금융지원

재정 지원

보육/돌봄, 주거/도시재생, 유통/급식, 문화/교육, 사회적경제 규모화 등 

서울의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비 및 멘토링 · 컨설팅, 투자자 매칭 등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 지원과 홍보마케팅 등의 공통 

및 맞춤형 지원 제공, 경쟁력 있는 서울시 ‘히어로 기업’으로 육성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및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 부여 

접수 및 문의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담당부서 및 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마을기업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67-5035

서울시 혁신형 사업

*상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마을기업 선정

*연 2회, 상/하반기

금융 지원

아시아 최초 민관공동재원, 다양한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방식의 기금 운용으로 정부와 시민의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소셜하우징,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사회프로젝트 융자 등

문의 (재)한국사회투자, www.social-investment.kr, 02-2278-8399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02-769-6700, www.sbc.or.kr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www.koreg.or.kr

신용보증기금 나눔보증 1588-6565, www.kodit.co.kr

사회적기업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액자금 대출 www.smilemicrobank.or.kr

협동조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1588-5302, 

www.semas.or.kr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연중

기타 지원(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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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허브(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열린사무실 입주단체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준비위원회

(대표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부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표기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디지털사회혁신 추진위원회

(대표기관: (사)비영리IT지원센터)

(사)커뮤니티매핑센터 

협동허브 협력코디네이터

이피쿱·모두를위한극장 

(대표기관: 이피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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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배움터 1

협의회사무실

열린책장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장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공용주방

협동상회

열린사무실 6

센터장실

서로배움터 2 공공구매 지원단

경영자문단

센터사무실

열린사무실 3

열린사무실 5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열린사무실 1

열린사무실 2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스페이스류

이용안내

이용 시간

월 ~ 금 9:00 ~ 20:00

토 9:00 ~ 18:00

대관 공간

서로배움터 1·2

스페이스류

연구 · 홍보 새로운 방식의 사회 문제 해결,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

동경제 기반 마련 등 사회적경제가 만들어가는 현장의 생생한 

변화와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율연구 공모와 기획 연구 등 연구 지원을 통해 현장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장 

기반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구 공모 및 연구 결과물 보기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 www.sehub.net

연구 지원

서울과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와 사례를 지속적

으로 발굴하고 온라인 플랫폼, 캠페인, 홍보물 등을 통해 확산하여 서울시

정과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홍보 지원

공동사무실, 교육/행사장,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판매장 등 공간 운영과 

콜로키움, 포럼 등 프로그램 기획 · 진행을 통해 사회적경제 이슈를 공유

하고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사회적경

제지원센터 내)

협동허브 운영

대관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조직 및 개인, 은평지역 주민

신청 및 문의

www.sehub.net/rent_gate

070-4905-4690

* 대관료 등 기타사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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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로 

함께 성장하는 

협동허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서울시와 민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서울 지역 곳곳을,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조직과 자본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예비 사회적경제인들과 사회적경제 조직들, 지역 · 업종 · 부문 

협의체와 중간지원기관들이 교류,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

록 공동 사업 기반 마련,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전략 사업을 통한 

규모화 등을 추진합니다.

조직구성

기획운영본부 

사업간 정책조정, 운영지원, 

홍보, 온라인플랫폼 운영   

070-4267-5033

기반조성본부 

지역 생태계 활성화, 네트워크 

촉진, 마을기업 설립지원, 

인재 발굴 지원    

070-4267-5034

센터장  이은애  

상임본부장  박범용

기업지원본부 

공공구매, 상호거래, 사회적경제 

장터 등 판로확대 지원,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등 경영지원  

070-4270-3940

전략사업본부 

전략업종 규모화, 

신규사업 기획  

070-4267-5040

찾아오는 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지하철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홍제 방면으로 도보 7분

버스

불광역, 불광1동주민센터 하차

간선 471, 701, 703, 704, 705,  

 706, 720 

지선 7022, 7211, 7212, 7720 

마을버스 은평02, 은평04, 

은평07 외

연신내 방면

구기터널

● 녹번파출소

서울혁신파크

홍제 방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

불광역

3 6

역촌역

연혁

13. 1 

13. 4 

13. 5 ~ 11

13. 7 ~ 14. 2

14. 9 

14. 11

15. 4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계약 체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계속)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GSEF 2013) 개최

제2회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개최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위촉

2014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개최

사회적경제 창신숭인 협동허브 ‘한다리 중개소’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