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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 및 세대간 배움 · 일 · 활동을 함께하는 연구소입니다.

세대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의 파트너로서 비즈니스를 통한 세대융합을 지향합니다.

01한세연의 지향가치

한국세대융합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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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연의 세대융합 전략 (1)

사회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신중년, 그리고 노년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융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 세대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면서, 

조사·연구 및 출판 사업, 교육·컨설팅,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세대간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세대간 융합 & 협력

02



사람중심 솔루션 개발

사회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에 놓는 사람중심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중심 접근과 공감을 토대로

당사자가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정보 제공, 조사·연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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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문제를 새로운 기회이자

변화의 토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가치 활동을 실천하는 조직들과

연대와 협력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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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연의 사업영역

조사연구 및 출판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정보제공 및 플랫폼 용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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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연이 걸어온 길

2017년

2019년
~

2020년

•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 프로젝트 1기

• 창업진흥원 장년인재 서포터즈 활동

• 사회적기업기초경영

• 고양시 사회적경제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재도약

• 사회적가치평가 SVI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E프로

• 소셜 캠퍼스 온(경기) 온리유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2019.11  연구소 설립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가톨릭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 어워즈

• 용인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기업 경영지원단 양성과정

배움

커뮤니티

파일럿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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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서울시 50+재단 커뮤니티 SEGURU 

• 서울시 50+캠퍼스 N개의 아카데미 강좌 개설

• 50+ 재단 당사자 연구

• 50+ 재단 정책 연구



함께하는 사람들

유통 마케팅

이병길 전문위원

재무 / 금융

이문훈 전문위원

글로벌 커넥터

김영석 전문위원

IT / 경영

오범석 전문위원

경영전략 기획

진경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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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10-8833-4780

E-mail. gcrcenter50@gmail.com

Blog. https://gcrcenter.github.io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1층 공유공간
블로그 바로가기

mailto:gcrcenter50@gmail.com
https://gcrcenter.github.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