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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Let’s Build Hope Together  



희망제작소는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독립 민간연구소입니다. 



 

독립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
립된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입니
다. 
 

참여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합니다. 

 

현장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움튼 지혜로 대안을 
찾습니다. 
 

지역 
지역은 우리 삶의 자양분이며 
국가의 중심입니다. 지역을 기
반으로 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실용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21세
기 Think & Do Tank 입니다.  

 

대안 
생태적이고, 문화적으로 풍성
하며, 사람을 위한, 사람을 살
리는 대안을 고민합니다. 
 

종합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특정 문
제에 대한 해법들을 종합하여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거
시적인 담론을 이끌어냅니다.  

핵심가치 

주체 연구 방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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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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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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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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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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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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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연구 

세미나/포럼  출판 교육 

후원회원수 5,850명 (2015년 9월 기준)  

시민후원회원, HMC, 1004클럽 

강산애, 감사의 식탁, 지역 후원회원의 날 

사회창안 및 혁신사례연구 

지역/마을 만들기  

지역사회 자원조사, 정책대안 연구  

시장학교, 지역리더학교 

주민참여예산학교, 모금전문가학교 

행복설계아카데미, 소셜디자이너스쿨 

시민토론진행자교육, 휴먼라이브러리 

등 

아시아 NGO 이노베이션 서밋 

한일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사회적기업 포럼 

한독 도시교류포럼, 목민관포럼 

사다리포럼, 대학혁신포럼 등 

우리시대희망찾기 

커뮤니티비즈니스 총서 

뿌리총서, 온갖문제총서 

조례이야기, 희망을 여는 

사람들, 희망리포트 등 

주요활동 



주요활동 희망제작소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 

1. 사회혁신 
-  시민 아이디어 발굴 및 실험 지원 (사회창안대회, 오프너 Opener, 소셜이노베이션캠프 36) 

- 사회혁신 동향 파악, 국내외 네트워크 확산 및 프로젝트 개발 (시민원탁회의, Social Innovation Exchange, 

Asia NGO Innovation Summit) 



주요활동 

2. 지역재생  

- 지역 고유 특성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커뮤

니티 비즈니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공공공간활성화, 농촌활성화) 

-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귀농귀촌 아카데미, 청년 도농순환 프로젝트, 완주CB센터,   

비비정마을, 마을이 학교다) 

- 정보 교환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 공유 및 대안 발견 (한일 커뮤니티비즈니스포럼, 한독 도시교류포럼) 

 

 

희망제작소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 



주요활동 

3. 사회적경제  

-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만들기  

-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 운영, LCP 리더십&조직역량강화 교육), 연구 (사회적경제리포트), 

인프라 구축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공모델 인큐베이션 (희망별동대) 

 

희망제작소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 



주요활동 

4. 시니어사회공헌  

- 시니어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행복설계아카데미, 시니어 착한경제 아카데미, 시니어 NPO학교, 퇴근후 Let’s) 

-  사회공헌 실행/문화확산 사업 (해피시니어 어워즈, 시니어 드림페스티벌, 세대공감 시리즈)         

- 연구조사 (해외사례 리포트, 한국형 모델 개발) 

10년후 미래상상 프로젝트 

퇴근후 Let’s 

시니어가 만드는 

착하고 좋은 세상  

시니어 드림페스티벌 

사회공헌으로 새로운 인생을 

엮어내는 사람들 

해피시니어 어워즈 

희망제작소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 



주요활동 

5. 시민교육 

- 시민교육 연구•확산(휴먼라이브러리, 청년인생학교, 노란테이블 등) 

- 지역리더 교육 (통장, 주민자치위원, 창조리더) 

- 공공리더 교육 및 연구 (목민관학교, 공무원 교육•연수, 거버넌스모델 구축 연구) 

 

희망제작소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 



부서소개 

희망제작소의 핵심의제를 연구하고 발신하는 

연구조정실 

 한국사회 혁신을 위한 주요의제를 생산하고 발신합니다.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제안, 경제적 대안, 민주주의 확장을 핵심의제로 삼아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사회혁신 방법론을 모색합니다.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매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사회혁신주체로서 희망제작소의 자리매김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도 함께 

추진합니다.  



부서소개 희망제작소의 핵심의제를 연구하고 발신하는  
연구조정실  

핵심의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추진방향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대 및 계층 통합형 

복지 돌봄정책 비전 수립  

세부 프로젝트 
•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 관점 세대연구  

• 공동체 개념 확장을 통한 돌봄의 뉴 패러다임 수립  



부서소개 

핵심의제 경제적 대안 

추진방향 
좋은 일자리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안정한 일자리 혁신 대안 마련  

세부 프로젝트 
• 고용안녕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와 좋은 일자리  

희망제작소의 핵심의제를 연구하고 발신하는  
연구조정실  



부서소개 

핵심의제 민주주의 확장 

추진방향 
한국사회의 다양한 제도, 관행, 문화의 비민주적인 실태   

분석 및 연구를 통한 사회혁신 전망 모색  

세부 프로젝트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사회 

•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혁신 프로젝트  

희망제작소의 핵심의제를 연구하고 발신하는  
연구조정실  



부서소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책그룹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정과 소통하며 대안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구상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주민참여와 자치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구현, 자립의 기반이 되는 지역경제

순환 체계구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농촌활성화, 지역행정혁신과 거버넌

스 구축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주민중심의 연구와 교육 사업을 

펼칩니다.  



부서소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책그룹  

핵심의제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한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  

세부 프로젝트 
• 지속가능발전 연구 

•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부서소개 

핵심의제 
마을민주주의 

주민참여 

추진방향 
지역리더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 

세부 프로젝트 

• 주민참여예산 연구 

• 지역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 주민주도형 마을지표 개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책그룹  



부서소개 

핵심의제 
지역경제순환 

지역재생  

추진방향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지역의제 연구 및 대안 정책 마련  

세부 프로젝트 

• 지역경제순환체계 연구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통합모델 연구  

• 커뮤니티재생 연구 및 주민 대상 포럼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책그룹  



부서소개 

핵심의제 
지역행정혁신 

거버넌스  

추진방향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자치혁신 토대 구축 지원  

세부 프로젝트 

•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 지방자치단체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 목민광장 발행 

• 해외 정책 연수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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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개 

지속가능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목민관클럽 
구성  
 

- 소속 정당 및 지역을 구별 않고, 초선, 재선, 삼선의   

민선6기 기초 및 광역단체장 62명 

 

 

- 임원 : 공동대표 4인, 운영위원 12인, 감사 1인 

- 사무국 : 희망제작소 정책그룹에서 운영 

운영  

교류활동  정보발신  
 

- 정기포럼 

- 세미나, 해외연수 

- 공동현안대응 

 

- 정기간행물 ‘목민광장’ 

- 지방정책 정보제공 

- 목민관 총서 시리즈 발간 

포럼주제  
 

- 유럽, 브라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환경도시 사례연구 

-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 민선 5기 평가 

-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확대 

-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현장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현장 방문 

- 노점상 갈등 해결과 공공갈등 해소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전략과 지역고용 활성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책그룹  



부서소개 

시민과 함께 유쾌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시민사업그룹 

 교육, 워크숍, 캠페인 등 시민이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더 많은 후원회원들이 희망제작소 활동에 공감하고 사회변화에 참여하는 즐거

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서소개 시민과 함께 유쾌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시민사업그룹 

핵심의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민교육  

추진방향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각 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진행 

세부 프로젝트 

• 직장인 미래설계 교육 <퇴근후Let’s> 

• 청소년 사회 참여 프로젝트 <OO실험실> 

• 지역 청년주체 발굴  



부서소개 

핵심의제 시민 공론장 형성  

추진방향 
시민 중심의 성숙한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실천  

세부 프로젝트 • 시민참여형 토론 캠페인 <노란테이블> 

시민과 함께 유쾌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시민사업그룹 



부서소개 

핵심의제 사회혁신 모델 구축  

추진방향 
경계를 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모델 제시  

세부 프로젝트 
• 도시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시민과 함께 유쾌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시민사업그룹 



부서소개 

희망제작소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실 
 희망제작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투명한 재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업무진행 시 발생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성장과 원활한 인력관리를 위해 공육,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희망제작소의 콘텐츠를 소통과 개방, 공유의 정신으로 보관/축적(DB)하여 관

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누구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와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희망제작소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원평생학습 네트워크 '와글와글포럼' 

-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교육훈련  

- 지역단체 및 지역자원 연계사업 

- 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 평생학습 온라인 아카이브 '와'  

- 평생학습 심포지엄 

- 시민인문학교  

- 지역리더 및 전문가 양성  

- 동네手작업장(제작&자립) 

- 스마트워크아카데미 

- 더느린삶 

- 생활문화강좌 

네트워크 허브 싱크탱크 교육프로그램 

- 누구나학교와 누구나학습마을 

- 뭐라도학교(시니어사업)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 인큐베이팅센터  

-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 운영  

-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시민주도 평생학습 특별사업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위탁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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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기관 

지역의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인큐베이션 합니

다. 지역의제형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Vision  목표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순환되는 강동 협동경제 공동체 조성 

•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단일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제 해결형 성공모델 발굴, 육성 

•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융합지원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인식개선 및 교육 

• 지역내 사회적경제 관련 협업체계 강화 

• 민민,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가칭 강동협동경제공동체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제형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창업 인큐베이팅) 

• 청년, 혁신 기업가 육성(희망별동대)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멘토링, 컨설팅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관련 주민 

교육(기초 및 심화)  

•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 사회적경제 관련 영화상영, 설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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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전문가학교 

2009년에 시작한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HIFS)는 그동안 500여 명의 모금가를 배출하고,       

실습만으로 3억 3천만 원의 모금액을 기록한 한국 최고의 모금가 네트워크입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1년에 2회 각 12주 동안 모금의 철학에서 기획, 마케팅, 글쓰기와 기부자 관리까지 

10개의 이론 교육과 워크숍, 실습, 멘토링이 결합된 통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 모금교육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지부 및 네트워크 주요 연수 방문지 

협력기관 및 단체 

영국 네트워크 

일본 네트워크 

공공디자인 유럽연수(영국,독일) 

공공디자인 일본연수(요코하마, 세타가야) 

그린투어리즘 일본연수(히토요시, 아소, 구마모토현 일대) 

커뮤니티비즈니스 일본연수(야마나시현, 아비코, 쇼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일본연수(가와사키, 무사시노, 치치부 등) 

Young Foundation  

Intel Asia Pacific 

Rockefeller Foundation 

Friedrich Ebert Stiftung 

SI - Drive 

Japan Foundation 

LEPING Foundation 

Nippon Foundation 

Toyota Foundation 



글로벌 네트워크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희망이 됩니다. 

천 명의 후원이 만드는 천 개의 희망으로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위한  

천 개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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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실천 

* 희망을 위해, 희망과 함께, 사회혁신을 만드는 시민 후원회원 

 1만 원부터 시작하는 풀뿌리 후원회원은 2006년부터 21세기 희망엔진을 힘차게  

 밀어 온 원동력입니다. 

* 우리 시대 변화를 꿈꾸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 호프메이커스클럽 

후원과 참여, 비판과 지지로 희망제작소를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열정까지 후원합니다 

* 기부자가 모금방법을 결정하는 맞춤형 기부 커뮤니티 1004클럽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기부천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모금방법으로 3년 동안 1천만 원을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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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면, 

참여 프로그램 

* 강산애  산을 사랑하는 후원회원이 함께 모입니다.   

* 감사의 식탁  신규 후원회원을 희망제작소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고 사업을 소개합니다.  

* 지역 후원회원의 날  지역으로 후원회원을 찾아가서 강연과 워크숍 등으로 만납니다.  

* 그 밖에 수시로 열리는 다양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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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면, 

후원회원 혜택 

• 신규가입 기념 선물을 드립니다. 

• 희망제작소 주최 각종 세미나와 포럼, 강연과 교육에 우선 초대하거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희망제작소에서 발간한 도서 구입 시 20% 할인(배송비 무료)해 드립니다. 

• 그밖에 후원회원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 연간 사업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재)희망제작소  

가입문의  02)2031-2130 / give@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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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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