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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EO Message

2020년에도 루트임팩트는 체인지메이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체인지메이커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체인지메이커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가 보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 교육, 

일자리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향 전환에 소외된 사람들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결국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루트임팩트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체인지메이커들의 든든한 동료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루트임팩트에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루트임팩트 대표 

허재형 드림

인사말



루트임팩트는 사회 곳곳의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이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를 위해 성수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인지메이커의 배움과 커리어 성장을 지원합니다.

선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

비전

02 Root Impact

소개



루트임팩트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체인지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사회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도, 이들에게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보노도,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환경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치 소비자도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입니다.

사회문제를 사업/조직화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소셜벤처 창업가와 그 동료들 

주도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임팩트 투자자, 프로보노, 인플루언서 등

조력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는 소셜벤처 취업준비생, 관심대중, 가치소비자

지지자

03 Changemaker

 체인지메이커

타입

체인지메이커



04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現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장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이사 엄윤미

C Program 대표

現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 이사

現 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 

강보라

Ground X, HR 조직문화 담당

前 Ground X 소셜임팩트 사업팀, 서비스기획팀 

前 루트임팩트 헤이그라운드 사업 총괄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

現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

前 NHN 인사담당 임원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現 사단법인 두루 이사

現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05 Communication

체인지메이커에게 영감을 주는 뉴스레터 

2020년에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매주 다른 형식의 뉴스레터로 전달했습니다.
웹툰 형식의 ‘임팩트 스토리’, 세계 곳곳의 사회 이슈와 이를 해결하는 체인지 

메이커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임팩트 커넥트’, 사회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와 이를 통찰할 수 있는 ‘임팩트 리서치’, 소셜벤처 생태계 소식을 전달하는  

‘임팩트 이벤트’. 4가지 형식으로 총 41회의 뉴스레터를 매주 전달했습니다.

기타 현대백화점 소셜임팩트관 개설 

루트임팩트는 현대백화점과 함께 협력하여 가치소비의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문화공간 ‘소셜임팩트관’을 개설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 마련된 소셜임팩트관은 소셜벤처의 제품을 판매하는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전문관입니다. 다양성/상생/친환경/건강 등 4가지 가치를 콘셉트로 한 11개의
소셜벤처의 270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언론 기획기사 2020 소셜벤처 리포트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함께 2020년 소셜벤처 결산 리포트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소셜벤처 65개를 대상으로 생태계를 돌아보고, 소셜벤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조사했습니다.

내일의 내:일

서울경제 라이프점프와 함께 경력보유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일의 내: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임팩트커리어W를 통해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라는
이름으로 재정의하고, 누군가의 동료로 돌아온 여성들의 성장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성수동 이야기

아주경제와 함께 소셜벤처밸리 성수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성수동 이야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성수동을 기반으로 교육, 인권, 다양성,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언론 기획기사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콘텐츠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이원 타임피스, 마리몬드, 동구밭, 키뮤스튜디오, 서스테인어블 해빗, 닥터노아, 닥터브로너스, 유리프, 이지앤모어 등 

매거진 

루트임팩트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0/12/15/S53XS3JVUVDRNMTOHG4IDI2NB4/
https://rootimpact.org/search/?search=%EB%9D%BC%EC%9D%B4%ED%94%84%20%EC%A0%90%ED%94%84&utm_source=annualreport&utm_medium=link&utm_campaign=%EC%97%B0%EC%B0%A8%EB%B3%B4%EA%B3%A0%EC%84%9C_comm&utm_content=%EB%82%B4%EC%9D%BC%EC%9D%98%EB%82%B4%EC%9D%BC
https://www.ajunews.com/view/20200207185706663


후원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하기 위해 재정 운영과 관련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발생주의로 인식하던 용도지정기부금을 현금주의로 변경함에 따라 2019년의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재작성으로 인하여 2019년의 당기운영이익이 487백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가 487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06 Financial Summary

총 사업비용

재무정보

자세히보기

총 사업수익

(단위: 백만원)

일반기부금

구분

용도지정기부금

국고보조금

공간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2,523

2019

694

307

1,719

131

2020

3,065

1,293

1,222

3,228

70

총 사업수익 5,3748,878

수익 구조

20192020

34.5%

14.5%

13.8%

36.4%

0.8%

47%

12.9%

32.0%

5.7%

2.4%

88.6%

11.4%

(단위: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용

헤이그라운드

디웰하우스

임팩트베이스캠프

임팩트커리어Y

임팩트커리어W

사업비

PIER X

mardi

기타목적사업

체인지메이커 확산

2019

4,834

3,005

194

177

125

111

111

301

153

0

2020

7,223

4,779

190

121

224

131

334

0

573

일반관리비용 657824

47

20192020

비용 구조

86.5%

13.5%



체인지메이커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수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이 

함께 모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체인지메이커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 오피스

체인지메이커들이 적정한 가격에 쾌적한 업무환경, 양질의 성장 지원 서비스, 

활발한 네트워킹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서 성수 시작점과 서울숲점 두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이그라운드

1,000+ 70+ 5.59 / 7.00
함께 일하는 

체인지메이커 수

입주멤버 공간 만족도서비스, 지식콘텐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관련 파트너 수

체인지메이커 클러스터

자세히보기

07 Changemaker Cluster



체인지메이커 조직 성장지원 프로그램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등 체인지메이커 조직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히 조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과 중간관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헤이캠퍼스

헤이그라운드를 둘러싼 체인지메이커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 팟캐스트

헤이리슨은 헤이그라운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인지메이커들의 

이야기를 담아 전합니다. 막연히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사회문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특정 사회문제 영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헤이리슨

364,100 8,492 75
누적 조회 수

2019-2020

게스트로 참여한 

체인지메이커 수

순 구독자 수 

869 5.22 / 6.00 70
프로그램에 참여한 

체인지메이커 수

2020

참여자의 실제업무 

적용비율 (%)
프로그램 종합 

만족도

Supported by



체인지메이커 삶의 질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성수동 시세 대비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체인지메이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각자의 여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디웰하우스

13 72
1호점 정원수 디웰을 거쳐간 체인지메이커 수

2014-2020

체인지메이커들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성수소셜벤처밸리 하나금융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두의 숲’은 소셜벤처와 

하나금융그룹의 자녀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입니다. 

체인지메이커들이 육아로 인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타인에 공감하며 

용기 있는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숲

Supported by



체인지메이커의 배움과 커리어 성장을 지원합니다.

임팩트 베이스캠프 미래 체인지메이커의 커리어 성장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문제 해결 역량 및 커리어 

성장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고 

특정 소셜벤처가 당면한 비즈니스 문제부터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13 319 151
총 운영 기수 

2015-2020

체인지메이커 커리어를 

시작한 수료자 수

프로그램 참여 

체인지메이커 수

Supported by

체인지메이커 커리어

자세히보기

08 Changemaker Career



임팩트커리어 체인지메이커 커리어 매칭 플랫폼

체인지메이커 커리어로서 취업, 배움, 이벤트 참가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모여있는 매칭 플랫폼입니다. 의미 있는 일, 변화를 만드는 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 임팩트 있는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조금 더 쉽게 찾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동료를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800 100
커리어를 시작한 체인지메이커 수

2017-2020

채용에 성공한 체인지메이커 조직 수

Supported by

청년 대상 체인지메이커 조직 공동 채용 프로그램

사회적 가치가 있는 커리어를 추구하는 청년을 위한 체인지메이커 조직의 

공동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임팩트커리어Y에 최종 선발된 청년은 입사 전 

교육 프로그램인 부트캠프에 참여하여 체인지메이커 조직의 비즈니스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임팩트커리어Y

8 126
총 운영 기수

2017-2020

커리어를 시작한 

체인지메이커 수

74
채용에 참여한 

체인지메이커 조직 수

Supported by



경력보유여성 대상 체인지메이커 조직 공동 채용 프로그램

임신과 출산, 육아 및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체인지메이커 조직의 공동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임팩트커리어W에 최종 

선발된 경력보유 여성은 입사 전 교육 프로그램인 디스커버리 캠프에 참여하여 

일의 의미와 경험을 재정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임팩트커리어W

5 33
총 운영 기수

2018-2020

커리어를 시작한 

경력보유여성 수

28
채용에 참여한 

체인지메이커 조직 수

Supported by

새로운 배움을 위한 실험의 장 

미래의 체인지메이커인 청소년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 선택을 지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은 피어스쿨에서 

흥미로운 강의를 듣고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피어스쿨은 총 9개 프로그램 파트너와 

함께 하였고, 총 78명의 좋은 어른들이 멘토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피어스쿨

144 9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 청소년 수

2020

새로운 배움을 설계한 파트너 수

Supported by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는 코러닝 스페이스

교육과 커리어에 대한 미션을 공유하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각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학습자들이 모여 서로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코러닝 

스페이스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 위해 다양한 배움, 연습, 만남, 실습 

등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언제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피어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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