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

기업·시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보유 자원을 결집하여 사회문제를 영향력 있게 해결하는 

국내 최대 사회공헌 플랫폼입니다.

ALL 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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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행복얼라이언스

14 22

35
46

2016
11월 행복얼라이언스 출범

12월 온라인 서명 캠페인 

‘세상에서 가장 긴 협약서’

2018
4월 2018년 멤버사 협약식

5~6월 시민과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 

‘행복상자&행복마을 이벤트’

8월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위한 캠프 

‘건강플러스 캠프’

10~11월 일상 속 나눔을 위한 

행복얼라이언스 DAY 

‘함께해서 행복해’

2017
2월 행복얼라이언스 서포터즈 모집

4월 2017년 멤버사 협약식

9월 기부 캠페인 ‘행복을 잇는 징검다리’

11월 행복얼라이언스 파티 

‘같이 가요Go Together’

2019
2월 식생활 교육 ‘행복 밥상스쿨’

3월 2019년 멤버사 협약식

5월 국내 최대 사회적 가치 축제 

‘제1회 소셜밸류커넥트(SOVAC)’ 참여

10월 행복얼라이언스 운영 사무국 변경 

((재)행복나눔재단 → (주)행복나래)

11~12월 행복상자 캠페인 진행 ‘해피스마일’

2020
3~4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긴급 지원

8월 행복얼라이언스 기부 플랫폼 오픈 예정

        전국민 참여 릴레이 기부 캠페인 예정

10월 2020년 멤버사 협약식 예정

12월 행복상자 캠페인 예정

60 이상

*2020년 8월 기준 

2016년 14개 멤버사로 시작한 행복얼라이언스는  

      2020년60 개 이상 멤버사가 참여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모은 자원과 역량으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

복지사각지대 아동에게 전달행복도시락 지원 현물 지원 교육 지원 멤버사 서비스 연계

기업(멤버사)

현물 기부 홍보현금 기부 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시민

현금 기부 캠페인 참여자원봉사

정부·지자체

아동복지예산복지 관련 행정 지원복지사각지대 아동 발굴

아이의 
행복할 권리를 
위한 협력
행복얼라이언스는 훌륭한 자원과 역량을 지닌 기업과 정부, 시민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식우려 아동 현황

추가 급식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 아동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급식지원 대상에 

편입되지 못한 아동    

         

행복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목표는 아동의 결식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
결식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약 33만 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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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426,594명

385,597명

330,014명

357,127명364,079명

하루 2끼 이상의 끼니가 필요하지만 

지자체로부터 1끼만 지원 받는 아동

*출처: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2019년 기준 

약 204억

서비스 연계 약 7억

자원봉사 약 1억홍보 연계 약 10억

정부지원금 135억
도시락 급식 지원

현물 약 7억
행복상자 물품 기부, 도시락 

배달차량 지원, 

행사 연계 제품 기부

조리실습 이동차량 지원, 행복도시락 배송 인력 지원, 

홍보대사 연계, 자사 광고 상품 연계

임직원 자원봉사

(행복상자 포장, 행복도시락 포장 및 

배달, 식생활 교육)

영상 제작, 언론 보도, SNS 홍보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협력

현금 약 43억
급식 지원 비용 기부, 

시설 확충 비용 기부

결식제로를 위해 
모인 힘
작년 한 해 약 200억 원이 넘는 힘을 모아 결식우려 아동을 도왔습니다.

결식우려 아동 1만명에게 전달행복상자 3000개 행복도시락 290만개

 누적 결집된 자원을 화폐 가치로 환산



서울 7

경기 6

인천 2

대전 1

전북 1

광주 2

전남 1

강원 2

충북 1

울산 1

부산 2

경남 1

충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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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제로를 위한 

‘행복한 활동’

행복도시락 센터 현황 (전국 28개 센터)

수혜 아동 수 일 평균 1만명

지원한 행복도시락 수 총 290만식
2019  연간 269만 식 지원(지자체 예산)

 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 21만 식 지원(멤버사 기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결식우려 아동에게 4만2000식 긴급 지원

A C T I O N  1

행 복 도 시 락

행복도시락 센터 고용 현황

■ 전체 고용자 수

■ 취약계층 고용자 수

(단위: 명)

2016

247
69%

358

2017

235
65%

360

2018

213
63%

339

2019

229
66%

349

2006년 설립된 행복도시락은 결식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국 28개 행복도시락 센터를 통해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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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약 701억원
고객의 구매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부금으로 적립하거나 동일 물품을 아동에게 전달합니다. 

2019년에는 9개 멤버사가 총 10개 기부 연계 상품을 지원해 기부의 행복을 나눴습니다.

지원한 행복상자 수 총 4500개

멤버사 기부 규모 총 8억7000만원
2019 

전국 결식우려아동에게 행복상자 3000개 등 7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2020 

3월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결식우려 아동 1500명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2019~20년 5월 기준 

A C T I O N  2 A C T I O N  3

행복상자 기부 연계 상품

*2019년 기준 

비타민, 영양 간식 등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의 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동구밭 설거지비누

비타민엔젤스 비타민세트

어스맨 공정무역 건과일세트

제이준 코스매틱 마스크팩

마노컴퍼니 동화책

슈퍼잼 무설탕잼세트

아름다운커피 이퀄초콜릿

한성기업 크래미

멕시카나 멕시카나치킨

아름다운커피 콜드브루세트



행복상자&행복마을 이벤트

시민 6만 명이 동참한 기부 캠페인 

행복상자 캠페인, 해피스마일

시민 7만4000여명이 동참한 기부 캠페인

2018

세상에서 가장 긴 협약서

온라인 서명 캠페인 

행복을 잇는 징검다리

매칭그랜트 기부 캠페인 

2016 2017

2019

시민들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17 18

A C T I O N  4 A C T I O N  5

자 원 봉 사 캠 페 인

행복상자 포장 및 배송

멤버사 임직원과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행복상자를 함께 포장하고 

전달했습니다. 

행복도시락 포장 및 배달

멤버사 임직원들이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포장과 배송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식생활 교육 및 캠프 지원

아이들이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 체험과 조리 실습 

등 식생활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여자 수 총 1388명

전 국민 참여 캠페인 

‘행복두끼 챌린지’(가칭)

매칭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인플루언서와 시민이 참여하는 

SNS 챌린지 진행

*8월 예정

모금금액 목표금액 

2020

인천

서울

광주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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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T I O N  6

홍 보

SNS 홍보언론 홍보 

OK SK! 지면 광고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2019년 기준 

온・오프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 가치 추정치 

약 38억원

기업과 시민, 정부 등 여러 파트너와 함께 

더 정교하고 단단하게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의 아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업과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끼니를 걱정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한 끼와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멤버사의 활동을 홍보합니다



21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Safety-Net을 만듭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행복얼라이언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1순위 과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세이프티넷(Safety-Net)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1만1000명

*2020년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1만1000명으로 크게 증가

건설업

1만명

제조업

2만2000명

도소매

1만4000명

보건복지

1만2000명

사업서비스

1만4000명

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취약 계층의 고용 불안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역시 안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위: 억원)

구직급여 지급액 추이

*2020년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

'19.05 '20.01
0

2000

4000

6000

8000

10000

05

7587 7336

02

7819

03

8982

04

9933

1조162억원
전년 동월 대비 33.9% �



•단 24시간 만에 멤버사를 통해 현금 3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상당 행복상자 구성품 등 총 5억원 결집

•사회적 기업 도시락 제조, 자원봉사자 직접 배송 등 28일간 1500명의 아이들에게 총 4만2000식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 개학 무기한 연기로 급식 지원 공백 발생

결식우려 아동을 돕기 위한 Safety-Net 구축

행복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이 함께 만든 

Safety-Net

사회적 기업
매일 따뜻한 도시락 제조 및 배송

기업
행복도시락과 행복상자 

마련을 위한 현금・현물 지원 

및 임직원 배송 자원봉사

지자체
지원이 필요한 아동 현황 파악 

및 배송 자원봉사

대구·경북의 
아이들을 위해 모인 
Safety-Net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춰 버린 대구·경북 지역. 

행복얼라이언스는 문제 해결을 위한 Safety-Net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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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제로 Safety-Net은 

파트너의 협력과 체계적 시스템으로 이뤄집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지역사회·지자체와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S
A
F
E
T
Y
-N
E
T

복지사각지대 아동 발굴

지자체

도시락 및 급식 지원과 

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기업

복지사각지대 아동 사례 관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대상자 편입

지자체

지자체
•  복지 관련 행정 지원

•  아동복지 대상자 편입

지역사회
•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을 통해 

 도시락 생산 및 배송

•  지역 식자재 구매

•  지역 자원봉사센터, 시민사회와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봉사

•  복지사각지대 아동 사례 관리

행복얼라이언스 
•  긴급 급식 지원을 위한 파트너 협력

  멤버사 및 지자체, 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한 

재원 마련

•  사각지대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개선 

  멤버사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현물서비스 

및 자원봉사 지원

Partner

복지사각지대 아동이 행복한 사회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 개선

복지사각지대 아동의 기본권 충족

도시락 배송과 연계한 위기 가정 

모니터링 및 복지서비스 지원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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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www.happyalliance.org

  @happyalliance_official

  www.facebook.com/happyalliance.org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happyalliance@s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