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사회적기업 대표자 교육과정>
‘사회적기업가의 길’

◉ 교육 안내

- 주 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 관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참가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경영책임자로 기업별 1인

※ 실무자의 참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모집인원 : 차수별 40명

- 참 가 비 : 3만원(교통비 자부담)

- 일 정 : 1박 2일

- 지역별 교육 개최 일정

(신규: 신규참가자만 신청가능/ 심화: 기존 참가자, 신규참가자도 가능)

구분 날짜 대상(권역) 장소 참가 신청기간

1차

(신규)
8.27(목)~8.28(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양평 (쉐르빌 온천 관광호텔) 7.31~8.21

2차

(신규)
9.1(화)~9.2(수)

경상, 대구, 

부산, 울산

경주 (KT&G 인재개발원 

경주수련관)
7.31~8.25

3차

(신규)
9.3(목)~ 9.4(금)

충청, 전라, 

광주, 대전
대전 (KT 인재개발원) 7.31~8.28

4차

(심화)
10.7(수)~10.8(목) 제주, 전국 제주 (아모렉스 리조트) 7.31~9.24

※ 권역별 참가자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지역과 관계없이 참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3차 교육은 2013, 2014년도 대표자 교육과 프로그램이 유사하므로 신규

참여자 위주로 신청을 받습니다.

※ 4차 교육은 2013∼2014 년도 대표자 교육을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심화 교

육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단, 신규참여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별도첨부: 장소안내(역, 터미널 기준 대중교통/택시 이용)

◉ 참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지역별 교육 개최 일정표 참고

- 신청방법 : ① 아래 링크주소 클릭 후 참가신청서 작성
https://docs.google.com/forms/d/1Nw-j8LrUOlBrTumKqFPgCFd9-gNDDWtjTloKv9NwCz4/viewform?usp=send_form



② 참가비 30,000원 입금

③ 교육 확인 신청서 수령

- 문의전화 : 070-4618-1524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남현정 간사)

- 입금계좌 : 하나은행 376-910014-39404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2015 사회적기업 대표자 교육 수료조건

- 교육과정에 80%이상 참여자에 한해 수료증 발행

※ 이 교육과정의 수료증은 사업개발비 신청 등 대표자의 교육과정 증

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 1차, 2차, 3차 신규 과정 프로그램 구성표

시간 주제 세부내용

1

일

차

10:00-10:30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10:30-12:00

[특강] 

사회적기업의 

위기관리

- 사회적기업가의 현장․조직․갈등의 위기 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공유 및 멘토링 

(제조업/서비스업 각 1명)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커뮤니케이션 준비

- 참가자 간의 소통 및 이해증진

- 교육 참가자 자기소개

- 조 이름 짓기 및 조장선출

- 참가자 간 공통점 찾기

14:00~17:00 사회적기업가의 길

- 사회적기업의 정의 토론

- 정체성 확립

- 핵심적 사회적가치 및 확장 실현 가능한 

사회적가치 토론

17:00~18:00
[강의] 사회적기업 

스토리텔링 마케팅

- 스토리텔링마케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18:00-19:00 저녁식사

19:00~21:30 문제해결 워크숍
- 사회적기업의 경영ㆍ갈등 문제 공유 및 해결방안 

마련

21:30~23:00 네트워킹 파티

- 지역ㆍ업종 네트워킹 교류

- 선배 사회적기업가 및 기참가자의 사례공유 및 

조언

2

일

차

09:00~11:00
사회적기업가 

실천선언
- 사회적기업가 정신 고취 및 스스로의 실천 약속

11:00~12:00 수료식
- 세상에 하나뿐인 수료증 제작

- 참가자들의 교육과정 평가

※ 지역 및 참가자 모집 현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 4차 심화과정 프로그램 구성표

교육일정 교육 내용

1

일

차

10:00-10:30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10:30-12:00
[특강 및 토크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13:00~14:00 [집담회] 사회적 기업가인 나를 말하다

14:00~17:00
[집중토론 : 역할극] 

사회적 기업의 윤리적 생산과 사회책임 

17:00~18:00 [강의] 사회적기업 스토리텔링 마케팅

19:00~21:30 [워크숍] 윤리적 생산의 문제 해결

21:30~23:00 네트워킹 파티

2

일

차

09:00~11:00 [힐링투어] 사회적 기업가의 길을 걷다

11:00~12:00 세상에서 하나뿐인 수료식

◉ 2015 사회적기업 대표자 교육의 특징

- 교육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참여형 학습’ 프로그램

- 사회적기업 대표자 중심의 교육과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리더십 및 역량 강화

- 윤리적 생산과 사회책임경영 중심의 교육주제

◉ 프로그램 주요 내용

주요구성 : 강의와 토론 등의 참여형 학습 프로그램

- 참여형 학습 프로그램

l 사회적기업가의 길

사회적기업가로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사회적기업의 의

미를 되새기고, 현장․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사회적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

l 사회적기업 대표자 네트워킹

참여한 사회적기업 대표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 및 업종의 협력증대

및 자정력 확보 방안을 모색함.

l 사회적기업 문제해결 워크숍

문제해결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겪는 경영․갈등․위

기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사회적기업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함.

○ 강의

l 강의 1) 특강 ‘사회적 기업의 위기관리’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로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하여 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례를 통하여 고민거리를 나누고 사회적기업가

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모색한다.

l 강의 2)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회적가치의 마케팅․브랜딩 연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연계 마케팅․브랜딩 등의

강의를 통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장소 오시는 길 안내

제 1차 교육장소

0 지역: 양평

0 장소: 쉐르빌온천관광호텔

0 연락처: 031-774-4101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2

0 홈페이지: http://www.cherevillehotel.com

0 오시는 길:

택시: 

1. 양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10분 소요, 택시비 약 5,300원 정도 

2. 경의 중앙선 원덕역에서 약 7분 소요, 택시비 약 3,500원 정도

   (소요 시간과 택시비는 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스: 

경의 중앙선 원덕역 1번출구→원덕1리 마을회관 정류장까지 약 300m 도보 →     2-7 

승차 후 2개 정류장 이동, 신내대명콘도 정류장 하차 → 약 400미터 도보→도착(약 19

분 소요)



제 2차 교육장소

0 지역: 경주

0 장소: KT&G 인재개발원 경주 수련관

0 연락처: 054-744-2304 

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로1길 5 (구 주소: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700-1)

0 홈페이지: http://hrd.ktng.com/main.do

0 오시는 길:

*자가용 이용시:

서울, 부산에서 오실 때: 경주나들목 →불국사 방향→ 구정로타리 좌회전 → 도착

택시: 

1. 경주역(중앙선)에서 약 24분 소요, 택시비 12,600원 정도

2. 신경주역(경부선) 약 42분 소요, 택시비 21,800원 정도

3.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26분 소요, 택시비 14,800원 정도

  (소요 시간과 택시비는 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스: 

1. 경주역(중앙선)에서     11(경주우체국,도지마을,보문마을)(경주우체국앞)승차→21개 

정류장 이동→ 153 주차장 앞 정류장 하차→ 100m 도보(약 50분 소요)



2. 신경주역에서    70 승차→ 8개 정류장 이동→ 고속터미널 건너편 정류장 하차→    

 11 (경주우체국,도지마을,보문마을)(고속터미널건너편) 승차→ 26개 정류장 이동→ 153 

주차장 앞에서 하차→ 100m 도보 후 도착(약 1시간 27분 소요)

3.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46m 도보 이동→              

   11(경주우체국,도지마을,보문마을)(시외버스터미널)승차→ 27개 정류장 이동→ 153 

주차장 앞에서 하차→ 100m 도보→ 도착(약 56분 소요)



제 3차 교육장소

0 지역: 대전

0 장소: KT 대전 인재개발원

0 연락처:  042-537-9460

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구 괴정동 367-17)

0 홈페이지: http://lms.ktestate.com/

0 오시는 길: 

*자기차량 이동시

서울/경기/강원 방향 : 신탄진IC 출구 → 인재개발원(30분 소요)

호남방향 : 유성IC 출구 → 인재개발원(20분 소요)

영남방향 : 대전IC → 인재개발원(30분 소요)

택시: 

1. 서대전역 호남선에서 약 13분 소요, 택시비 5,300원 정도         

2. 대전역 경부선에서 약 19분 소요, 택시비 8,200원 정도

3. 대전정부청사버스터미널에서 약 12분 소요, 택시비 4,600원 정도

4. 유성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약 15분 소요, 택시비 7,300원 정도

5. 대전서부 터미널에서 약 12분 소요, 택시비 5,700원 정도

6.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약 25분 소요, 택시비 9,100원 정도



  (소요 시간과 택시비는 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스: 

1. 서대전역 호남선 오룡역 3번출구까지 약 845m 도보→    103(오룡역3번출구)승차→

7개 정류장 이동→ KT 인재개발원 정류장 하차→ 약 581m 도보→ 도착(약 36분 소요)

2. 대전역경부선에서 대전역 4번출구까지 86m 도보→ 대전역에서 용문역까지 지하철 

이동→ 용문역 5번출구에서 정류장까지 76m 도보→     602(용문역5번출구) 승차→ 5

개 정류장 이동→ KT 인재개발원 정류장 하차→ 약 580m 도보→ 도착(약 33분 소요)

3. 대전정부청사 터미널에서 성룡초등학교 정류장까지 615m 도보→     602(성룡초등

학교)승차→ 7개 정류장 이동→ KT 인재개발원 정류장 하차→ 467m 도보→ 도착(약 31

분 소요)

4. 유성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정류장으로 109m 이동→     113(유성시외버스정류장)승

차후 12개 정류장 이동→ KT 인재개발원 정류장 하차→ 450m 도보→ 도착(약 32분 소

요)

5. 대전서부 터미널에서 서부터미널 정류장으로 200m 도보→     113(서부터미널) 승

차→ 11개 정류장 이동→ KT 인재개발원 하차→ 550m 도보→ 도착(약 30분 소요)

6.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정류장까지 약 350m 도보→     602(복합터미널) 승차→ 13개 

정류장 이동→ KT 인재개발원 정류장 하차→ 550m 도보→ 도착(약 40분 소요)



제 4차 교육장소

0 지역: 제주도

0 장소: 아모렉스 리조트

0 연락처: 064-711-0125 

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1742 번지

0 홈페이지: http://www.amoureux.kr/

0 오시는 길:

택시: 

제주국제공항에서 약 20분 소요, 택시비 8,600원 정도

(소요 시간과 택시비는 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스: 

제주국제공항 정류장까지 60m 이동→     500(한라대,영주고등학교)(제주국제공항) 승

차→ 5개 정류장 이동→용담사거리 하차→용담사거리 정류장까지 151m이동→    17(제

주고등학교,이호해수욕장)(용담사거리)승차→ 11개 정류장 이동→ 해안로 정류장 하차→ 

약 200 도보→ 도착(약 39분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