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이야기
STORY 1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뿌연 먼지와 뾰족한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황량한 공터.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반짝이는 
미래의 씨앗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따뜻하고 푹신한 잔디를 심었습니다. 

초록 크레파스로 도화지를 채우듯 
공터를 잔디로 채웠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따로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둥그런 테이블. 
따뜻하고 향이 좋은 차 한 잔.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하얀 종이 한가득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특별한 사연을 담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며, 
떠들썩한 장터도 만들어갔지요.



그들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고, 

세상을 지식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한데 모아보기로 했지요. 

사람들의 머리카락 속으로 스며드는 음악, 
바람을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전달되는 서로의 목소리.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공연장, 마음속 풍경을 들여다보는 미술관, 
인생의 비밀을 스크린에 품은 영화관. 

 

그들은 잠시 멈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구석은 없는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지…

사람들은 종종 의견이 달랐고, 
서로 편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과 사람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세상 여기저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고 
변화의 에너지가 싹트고, 

사람들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마치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열듯
공터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세상으로.

세상은 넓어졌고, 사람들은 손을 맞잡은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과 사람, 어제와 오늘 ,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는 더 나은 세상.

이것이 바로 NHN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꿈을 이어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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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마을도서관 232곳
도서 75만 권 지원

지원 금액 120억 원

지식

지식으로 자라는 학교
지식으로 커지는 세상

NAVER는 온라인 검색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지식이 

끊임없이 쌓이고 진화하듯,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양질의 

지식이 공유되고, 이를 통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사람이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NAVER는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벽지, 농어촌을 중심으로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마을도서관’ 

사업을 통해 읍·면 단위 초등학교 중 1/5을 지원했고,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랑방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지역, 지자체, 

지역공공도서관의 협업으로 우리학교마을도서관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http://lovebook.naver.com/library

매분 매초 살아 움직이는 인터넷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삶에 대한 생각과 통찰을 

끊임없이 꺼내어 다듬고 있습니다.

NAVER는 그동안 기술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왔습니다.

NAVER가 만드는 서비스와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남기는 기록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기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장서 수 2만6000권
누적 방문자 8만 명

IT 전문가가 성장하는 곳
IT&디자인 전문 도서관

NAVER 사옥 그린팩토리 1,2층에 위치한 ‘라이브러리1

(LIBRARY1)’은 NAVER의 핵심 경쟁력인 IT와 디자인 

분야 서적들로 가득 찬 전문 도서관입니다. 

300평 규모의 공간에 국내 및 해외 전문 도서로 빼곡히 

채워진 라이브러리1에서 IT와 디자인 전문 도서관 이상의 

색깔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온라인을 비집고 나와, 

모두에게 열린 오프라인까지 나아가려는 NAVER만의 

특별한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라이브러리1은 책을 사랑하고 디자인과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

http://library1.nhn.com

북리펀드 4만 권, 3억 원
사랑나눔마을도서관
전국 11개 지역, 52곳 

책이 움직인다 
마을 사랑방에 지식이 쌓인다

‘북리펀드’는 매달 선정되는 도서를 읽고 반납하면, 

네이버가 책값의 절반을 캠페인 참여자에게 돌려주고, 

반납된 도서는 우리학교마을도서관 및 책읽는버스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리펀드된 도서는 총 4만여 권으로 매달 300여 

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마을도서관’은 온라인으로 즐거움을 전파해온 

한게임이, 문화를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 도서관에 필요한 

책과 책장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마을도서관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식

http://lovebook.naver.com/bookrefund



미술작품 15만 점
미술관 제휴 7개국 325곳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1만1000여 점 제공

미술검색

미술관과 박물관을
더 큰 세상으로 불러오다

‘네이버 미술검색’ 서비스는 세계 명화들을 고해상 

이미지로 감상하도록 돕는 디지털 아트 갤러리입니다. 

작가, 작품, 사조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주제별로도 

명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회화 작품의 붓터치까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고화질로 제공되고 있지요. 

네이버 지도 ‘뮤지엄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네이버 뮤지엄’은 박물관 단위로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유물들을 

고화질로 체험할 수 있는 네이버 뮤지엄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뮤지엄 

지식

http://museum.naver.com

http://arts.search.naver.com

신문기사 디지타이징 
1480여만 건(1920년~1999년)

구축기간 3년, 투입인력 500명
뉴스 라이브러리 

어제 없는 내일은 없기에, 
대한민국의 생생한 어제를 담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인터넷 뉴스가 대중화되기 

이전인 1920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종이 신문을 

원형 그대로 디지털화해 웹상에 구현한 뉴스 아카이빙 

서비스입니다. 

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한겨레 4개 매체, 70여만 면, 

1480여만 건의 기사로 구성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어 근현대사 

역사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글 문화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기반으로 구축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과거와의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역사의 가치 

그 자체를 대변합니다.

지식

http://newslibrary.naver.com 



매주 1팀, 출연 뮤지션 총 90팀
촬영 영상 300여 편

숨은 뮤지션들의
멋진 데뷔 무대

‘온스테이지’는 실력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뮤지션을 

발굴, 이들의 음악을 영상으로 만들어 네이버 뮤직을 통해 

소개합니다. 또한 관객과 직접 만나는 공연 무대를 지원해 

뮤지션들이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뮤지션이 각자의 DNA만큼이나

고유한 음악을 선보이고자 대중 앞에 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음악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뮤지션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과 뮤지션을 

이어주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이자 발굴임에 틀림없습니다. 

온스테이지는 인디의 굴레에 하염없이 묶여 있던 

뮤지션들을 위한 새로운 홍보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

http://music.naver.com/onstage

사전 
10개 언어 사전 서비스

13개 언어, 2000개 표현의 
글로벌 회화 앱

인터넷의 장점을 살린 
똑똑한 웹 사전 

‘네이버 사전’은 현재 어느 온라인 사전보다 많은 어휘와 

다양한 숙어, 예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어느 포털에서도 볼 수 없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를 포함 총 10개 언어의 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13개 언어별 2000개 표현 및 발음까지 들려주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 앱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사전은 종이 사전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 담는 것이 아닌, 더욱 정교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식

http://dic.naver.com



3회 진행(2011년~2012년)
총 상금 1억 원, 국내 최대규모 

게임 콘텐츠를 키우는 
든든한 토대가 되다

NAVER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를 

발굴하는 ‘NHN 게임문학상’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성장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임문학. NAVER는 게임문학이 전체 

콘텐츠 산업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12년 3회째를 맞는 NHN 게임문학상은 매년 참여자가 

늘고 있으며, 독창성, 게임 구현 가능성, 시나리오 완성도 

면에서 갈수록 수준 높은 작품들이 등장하고 습니다. 

총 상금 규모는 1억 원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NAVER는 앞으로 게임문학이 정식 문학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NHN 게임문학상은 

차세대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원하는 인재 발굴의 등용문이 되고자 합니다. 

문화

http://campaign.naver.com/gameaward2012

참여 작가 300명
전체 구독자 1400만 명

재기발랄한 만화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공간

‘네이버 만화’는 ‘도전만화’ 코너를 통해 만화가들에게 

자유로운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사랑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도전만화 코너에 자신의 작품을 

등록하고 독자들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작가 중 200명이 

도전만화를 통해 정식 웹툰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NAVER는 

네이버 만화 서비스를 통해 창작자와 사용자가 좋은 

작품으로 교류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네이버 북스’를 출시, 23곳의 만화 전문 출판사와 

제휴해 10만 권의 단행본을 유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 유료 만화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NAVER는 한국 만화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화 

문화

http://comic.naver.com



온·오프 참여 인원
2만5000여 명

(2009년~2011년)

기술

대한민국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NHN DEVIEw’는 NAVER의 기술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기술 컨퍼런스이자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술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지난 2011년 4회를 

맞은 DEVIEw는 ‘Sharing, Excellenc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NAVER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IT업체들이 

참여해 웹, 모바일, SNS,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첨예한 

IT 이슈를 너르고 깊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N DEVIEw는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교류하는 상생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http://www.deview.kr

나눔글꼴 다운로드 수
약 800만 건

표준 발음 서비스
총 10만 단어

문화

한글을 나누다, 
아름다움을 나누다 

네이버 한글 캠페인 ‘한글한글 아름답게’는 우리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식과 정보의 근원인 

한글의 가치를 짚어보는 캠페인입니다. 

2008년 나눔글꼴 무료 배포를 시작으로 2009년 손글씨 

공모전을 진행, 2010년 글꼴로 개발해 배포했으며, 

2011년 잉크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글꼴과 실용적인 

한글 문서 서식을 나누는 등 매년 한글날 많은 사람에게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한글 문서 사용과 한글 디지털 자산의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http://hangeul.naver.com



핵심 소프트웨어 22종 오픈소스 제공 
XE 구축 독립 사이트 16만5000개 
5개 서비스의 47개 오픈API 제공

기술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다

네이버 개발자센터는 인터넷 사이트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네이버 오픈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픈소스 가운데 ‘XE(Xpress 

Engine)’는 약 77만 건의 다운로드 수와 더불어 국내에서 

XE를 통해 구축된 독립 사이트만 16만5000개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네이버 오픈API’를 통해 현재 

5개 서비스에 걸쳐 총 47개의 오픈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혼합함으로써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합니다. 

NAVER는 독립 사이트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생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http://dev.naver.com/opensource

오픈API오픈소스 
NHN 개발자 블로그

100여 개 콘텐츠 공유

기술

소통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hello world’는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NAVER의 

기술자산, Sw개발에 대한 유용한 지식, 행사 등을 

공유하는 개발자 블로그입니다. 개발자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hello world는 개발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TechSensing’ 레터도 매주 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외부 개발자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hello world 오픈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NAVER은 hello world가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ttp://helloworld.naver.com



소셜게임 198개
온라인게임 62개

(2012년 6월 기준)

기술

작은 게임 개발사들의
큰 꿈이 열리는 장터

기존 네이버 소셜게임과 플레이넷 사업을 통합한 

NAVER 게임 통합 브랜드 ‘네이버 게임’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는 간단한 

협의만으로 ‘CBT(Closed Beta Test) 게임’을 통해 테스트 

게임을 선보일 수 있으며, 게임 콘텐츠의 핵심 소비층을 

대상으로 테스터 모집이 가능해, CBT 테스터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개발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버 게임은 수많은 개발사의 

단단한 토대로, 수많은 이용자의 드넓은 놀이동산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http://game.naver.com

게임 
전국 초등교사 18만 명 

학생 300만 명 대상
네이버 서비스 활용서

기술

선생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네이버 가이드북 

하루 18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학교 교사 분들도 

네이버의 콘텐츠를 교육자료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NHN은 학교 수업에 네이버 콘텐츠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교사를 위한 

네이버 가이드북>을 펴냈습니다. ‘네이버 가이드북’은 

네이버 서비스의 구성과 이용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아침자습, 현장체험학습, 토요 휴업일, 

교과수업, 생활지도 등 활용 순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네이버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 양식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이드북 

http://naver_diary.blog.me/150135534336



인터넷 미디어 
30곳 참여

기술

중소 인터넷 미디어를 위한 
광고 플랫폼 

NAVER는 경쟁력 있는 중소 인터넷 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얼라이언스인터넷’ 법인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얼라이언스인터넷은 중소 인터넷 

미디어를 대신해 수준 높은 광고영업 및 관리 노하우와 

이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NAVER는 얼라이언스인터넷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분 투자와 함께 네이버의 광고 플랫폼 및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AVER는 얼라이언스인터넷을 통해 중소 인터넷 

미디어의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http://www.ecoadproject.com

국내 앱 개발자를 위한 
열린 모바일 앱 마켓, 

네이버 앱스토어 운영

기술

모바일 창작자에게 
더욱 열린 세상을 보여주다

2012년 6월 오픈한 ‘N스토어’는 모바일 콘텐츠 소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이 책, 만화, 동영상, 음악,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N스토어의 ‘네이버 앱스토어’는 기존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의 앱 장터보다 더 열린 장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나  

제조사 마켓과 달리 네이버 앱스토어는 독립 앱스토어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아 앱을 더 널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NAVER는 네이버가 한층 더 개방된 

정책과 서비스로 모바일 앱을 유통한다면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http://nstore.naver.com

http://m.nstore.naver.com



예비 디자이너 & 마케터
총 263명 배출 

(2006년~2012년, 총 7회)

 사람

예비 디자이너, 마케터와
NAVER의 경험을 나눕니다

‘NHN UXDP’는 2006년부터 매년 디자인 및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3년간 축적된 NAVER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마케팅 노하우를 예비 디자이너·마케터들과 공유하고, 

이들의 역량 개발을 도모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총 7회 동안 263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NHN UXDP는 미래를 계획하는 예비 사회인들에게 

개개인의 장래는 물론 국내 IT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uxdp

2013년 3월 개교 

 사람

사람을 향한, 사람에 의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NHN NEXT’는 검색, 포털, 게임, 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NAVER가 설립한 교육기관입니다.

NAVER의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실무형, 융합형 학제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분야에 필요한 

최적의 인재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성공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해 

산업은 물론 교육 생태계 발전에도 공헌하고자 합니다. NHN 

NEXT는 5개 전공의 개발 분야로 시작해, 

향후 디자인, 기획, 제작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3년 3월 판교에 개교하는 NHN NEXT는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들의 새로운 요람이 될 것입니다.

http://www.nhnnext.org



856만 명 참여
314억 원  기부

공익단체 5697곳 참여

온라인의 착한 변화
나눔을 일상으로 만들다 

NAVER는 사람들이 매일 찾는 인터넷 공간에 일상적인 

나눔 문화를 키우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네티즌과 

공익단체, 후원 기업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온라인 나눔 플랫폼 ‘해피빈’이 탄생했고, 

네이버 서비스를 통한 자연스러운 기부 채널이 만들어져, 

사람들 사이에 나눔 문화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해피빈을 통해 856만 명이 약 31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해피빈은 기부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플랫폼이자 착한 

변화를 이끄는 생태계의 씨앗이 되고자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눔

http://happybean.naver.com

장애인 고용 비율 70% 이상
‘어둠 속의 대화’ 전시 

7만 명 관람 

 사람

어둠 속에서 만난 
소통의 힘  

‘어둠 속의 대화’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래

세계 30개국 160개 도시에서 700만 명 이상이

관람했으며, 600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을 고용,

종합예술 전시로 진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시의

한국 운영을 맡고 있는 ‘엔비전스(N-Visions)’는 

NAVER가 인큐베이팅한 사회적 기업으로 2009년 

장애인에게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직원의 70% 이상을 시각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직업 기회가 제한된 시각장애인에게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dialogueinthedark.co.kr



공익콘텐츠 
3000여 개 소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백만 가지 이야기

‘네이버 테마캐스트 사회공헌’은 다양하고 풍부한 

공익적 이슈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발굴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통로로서 이용자들의 

관심과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18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메인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이슈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이버 테마캐스트 사회공헌은 보다 많은 사람이 공익적 

정보를 가까이 접하고 더 나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로운 사회를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나눔

http://www.naver.com

테마캐스트 사회공헌
참여자 100만 명

모금액 5억9000만 원

당신의 해피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해피빈 해피에너지’는 기업이나 단체, 명사, 네티즌 

등이 나눔이 필요한 곳의 사연을 직접 소개하고, 

기부를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2009년 각계 명사들의 

참여로 이뤄지던 것이 이제는 기업, 일반 네티즌, 

어린아이까지 참여하는 국민 캠페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미숙아 세 쌍둥이의 사연을 소개한 가수 ‘션’부터 저시력 

아동을 돕고자 하는 꼬마 작가 ‘예진이’의 ‘행복한 

콩동화’까지. 해피에너지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사연을 

소개하고 기부를 독려합니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분이 해피에너지를 통해 기부했고, 

총 모금액은 약 5억9000만 원에 달합니다.

나눔

http://happybean.naver.com/happyenergy



기부ㆍ봉사 참여 임직원 
2654명(약 56%)
매달 기부 참여자 
1302명(약 28%)

 NAVER 사람들

자발적이기 때문에 즐겁고
즐겁기 때문에 지속되는 나눔

엔젤스(N'gels)는 NHN+Angels의 약자로 사내 공모를 

통해 붙여진 NHN인들의 공익활동 이름입니다.  

임직원들은 ‘엔젤스(N'gels)’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나누고 

사회에 참여합니다. 월급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엔젤스 

클럽(N'gels club)’, 사내 경매 ‘해피팝옥션’, 강연료 기부 등 

임직원들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모인 엔젤스 기금을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곳에 

기부하고, 임직원들은 ‘엔젤스 희망여행’을 통해 기부금이 

쓰인 곳을 찾아가 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명사 초청 

강연, ‘엔젤스 희망강연’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계기를 갖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NAVER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nv_ngels

재능기부 블로그 방문자
800만 명

나눔

명사들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네이버 블로그 재능기부’는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셀러브리티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기부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공감하는 블로그 구독자들이 답례로 

콩을 기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작가 김영하, 가수 이효리, 영화감독 강우석, MBC아나운서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총 11개의 재능기부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재능기부 행사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재능기부 캠페인은 2011 칸 국제광고제 PR(Public 

Relationship) 부문 사회적 책임 분야 최종 리스트에 

오를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재능기부를 통해 즐겁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길 바랍니다.

http://section.blog.naver.com/talentdonation/

TalentDonationView.nhn



<NAVER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이야기>는 

NAVER 사회공헌ㆍ상생 사업의 스토리북입니다. 

NAVER의 사회와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센서등 활용 
에너지 절감 63%

양치컵 사용 
물 절감 90%

 NAVER 사람들

NAVER 임직원들의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NAVER은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업 전반을 꾸릴 

때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NAVER의 사옥 

그린팩토리는 건물 내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지어졌습니다. 임직원 스스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 이것이 

그린팩토리 친환경 전략의 주된 방향입니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NAVER 사내 환경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환경컵 쓰기, 물 아껴 쓰기,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 

환경달력 바탕화면 배포, 모니터 끄고 퇴근하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캠페인을 통해 NAVER 임직원은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늘 상기합니다. 

NAVER 
사내 환경 캠페인



이 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주는 콩기름 인쇄를 하여  

지구에 부담을 되도록 적게 주고자 했습니다.

NAVER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이야기
STO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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