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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꿈을 응원하는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님의 값진 실천을 기억하며

후원금을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아이들의�꿈을�응원하는�마음으로�안내서의�왼쪽�페이지에는�

꿈을�향해�달려가는�아이들의�사진을�담았습니다.

친구들의 꿈을 응원하는 

어린이 후원자 박한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운영,	인력	채용,	사업	수행	등	조직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보호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47만 후원자의 선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역사성
Since 1948

전문성

아동복지전문기관

국제성
국제어린이재단연맹 

(ChildFund Alliance)
회원기관

투명성

2016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대상 수상

2018 지원아동
총 1,205,300명 (누계 실인원)

국내 613,226 명

해외 592,074 명

주 

요 

지 

원 

현 

황

의식주, 병원비, 학습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국내아동 수 49,817 명
친부모의 부재로 일정기간동안 위탁가정을

연계하여 보호받은 국내아동 수 6,881 명
인성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키운 국내아동 수 158,120 명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

배움을 이어나간 해외아동 수 50,249 명
보건 인프라 구축, 의약품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한 해외아동 수 57,306 명
  *세부 사업별 지원인원은 홈페이지 참고

재단연혁�보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아동옹호대표기관 입니다. 

4 재단	소개			5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염원을 달성한 후, 

‘펜싱 그랜드슬램’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박상영 | 펜싱 선수 | 아이리더 4기 

아이리더

학업,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참여 아동을 의미



한 번도 세상을 본 적 없는 예은이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연주를 

하기 위해 오늘도 피아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유예은 | 피아니스트 | 아이리더 2기

국내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생존권 지원 및 옹호
빈곤아동 보육비·학습비·의료비·주거비 지원

참여권 지원 및 옹호
어린이연구원(Greeny), 어린이 기자단

보호권 지원 및 옹호
학대피해아동 지원, 아동폭력 예방, 

실종아동 및 가족 지원, 실종유괴 예방, 

가정위탁, 장애아동 재활치료, 부모교육

발달권 지원 및 옹호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및 드림합창단 운영,  

인재양성 ‘아이리더’ 지원, 심리치료, 인성교육, 

장난감도서관 운영

*후원금은 매년 공인된 회계법인,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투명성을 검증받으며, 결산 및 사업내용은 재단 및 국세청 

공익법인공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국내	및	해외사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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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본부 - 19개소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옹호센터 - 8개소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여 아이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 7개소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어린이 및 가족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 6개소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를 위탁가정과 연계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6개소

학대 피해 아동이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아이존 - 1개소

정서, 행동,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사랑공동체 -  학교, 마을, 영아원

중증장애아동이 정기적인 재활 치료 및 교육, 

보호를 받고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경기

서울인천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제주

전북

대전·충청

장래희망이 프로 바둑기사인 승우는 

언젠가 알파고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승우 | 아마추어 주니어 바둑기사 | 아이리더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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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문화를 존중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해외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교육지원
학교·영유아센터 건립 및 

교육자재 지원, 교사 및 

학교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지역주민 인식개선 

식수·위생지원
식수위생 시설 지원, 

위생키트 등 물품지원, 

손씻기 등 위생교육

보건·의료지원
보건소 건립 및 의료장비 

지원, 산모 및 아동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력 

훈련

아동보호
지역사회 아동보호 메커니즘 

구축 및 활용 역량 강화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 

개선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조기복구, 

재난위험경감, 난민지원

자립 지원
청소년 직업훈련, 가축 및 

농작물 지원, 지역주민 대상 

소액대출사업

북한아동지원
육아원 교육환경 개선,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개선, 

보건·의료 및 긴급구호

열심히 공부하는 로즈의 꿈은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로즈 | 초등학생 | 남수단 거주 

국내	및	해외사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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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나라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해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세계 10개국 아동복지기관과 함께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27개국�지원�(2018년�12월�31일�기준)

아프리카(14개국)

세네갈 아동보호, 후원아동지원 

시에라리온 교육, 자립지원, 후원아동지원

부르키나파소 교육, 후원아동지원

가나 교육

남수단 교육, 인도적지원

르완다 교육

탄자니아 교육, 아동보호

말라위 아동보호

잠비아 교육, 인도적지원  

에티오피아 교육, 보건의료, 인도적지원, 자립지원, 후원아동지원

우간다 교육, 보건의료, 아동보호, 자립지원, 후원아동지원, 

케냐 식수위생, 아동보호, 인도적지원, 자립지원, 후원아동지원

모잠비크 교육, 후원아동지원

말리 인도적지원

아시아(12개국)

스리랑카 교육, 인도적지원, 보건의료, 아동보호, 후원아동지원

네팔 교육

방글라데시 교육, 아동보호, 인도적지원

미얀마 교육, 인도적지원

라오스 교육, 인도적지원

베트남 교육, 보건의료, 후원아동지원

캄보디아 교육, 아동보호, 후원아동지원

필리핀 교육, 인도적지원

인도네시아  교육, 인도적지원       

동티모르 보건의료 

인도 인도적지원

북한 인도적지원

남아메리카 (1개국)

볼리비아 후원아동지원

볼리비아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모잠비크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케냐

세네갈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말리

가나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인도
라오스

북한

현장소식�보기

국내	및	해외사업			13



체조 주니어 국가대표인 경진이의 꿈은 

머지않아 엄마에게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경진 | 체조 선수 | 아이리더 7기 

14

후원 문의 및 전화상담 1588-1940,  온라인 상담 www.childfund.or.kr

어린이의 꿈을 응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기 후원 
후원자님께서 정기적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어린이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기념일 후원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일, 첫돌과 

같은 특별한 날마다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및 긴급구호 

ARS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결연 
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아이와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피치 못한 사정으로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 후원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수익금이나 물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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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자동이체 신용카드 지로

후원금 납부일 매월 10일, 

20일, 30일 중 선택

매월 20일 수시 (지로는 매월 

10일경 우편 발송)

재청구
(잔액 부족 시)

다음 이체일 2회 다음 달 5일

납부 방법 변경 : 홈페이지 ▶ 나의 후원 ▶ 후원관리 ▶ 결제방식 조회/변경

수표 및 국제머니오더 송금

수표 작성 시 / ‘Pay to the order of Childfund Korea’로 기재하여 우편발송

주소 / Childfund Korea, C.P.O. Box 1278, Seoul, Korea

무통장 입금

은행명 / KEB 하나은행, 예금주 / 어린이재단, 계좌번호 / 113-890001-31805

은행 식별코드(Swift code) / KOEXKRSE

문의 / 해외거주후원 담당자 +82-2-756-6691, help@childfund.or.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초록우산 해외거주 후원자 톡톡'

전화, 문자 메시지로는?

매월 나누고 싶다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자신의 오랜 롤모델인 

옥산나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댄서가 되기를 꿈꿉니다.

소문정 | 댄스스포츠 선수 | 아이리더 3기

16 후원	방법			17

060-700-1580

전화 한 통화당 3,000원이 납부됩니다.

#5004+희망 메시지 입력

문자 한 건당 5,000원이 납부됩니다.



땀과 시간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디(VANDI)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자원봉사자인 

반디(VANDI)는 ‘Volunteer AND I’의 줄임말로, ‘자원봉사와 함께 

성장하는 나’를 의미합니다.

국내 자원봉사 (수시 모집)

일상생활 지원 

가사, 이미용 등

교육 지원

학습 지도, 외국어교육 등

정서 지원

멘토링, 고민상담 등

사회활동 지원

문화체험, 차량지원 등

여가선용 지원

각종 취미활동

업무보조

프로그램 진행보조, 사무보조 등

행사 지원

캠페인, 바자회 등

전문봉사

전문 상담, 의료 지원, 해외아동서신 번역 등 

재능나눔

사진·영상 촬영, 일러스트, 공연 등

해외 현장에서 함께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합니다.

김보영 |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9기

모집공고�보기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나눔활동 ▶ 자원봉사 ▶ 모집공고 ▶ 자원봉사 등록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 : 홈페이지 ▶ 나의 후원 ▶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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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증, 후원자 안내서, 후원신청내역서

*후원 신청 2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후원내역서 (우편물 12월, 이메일 매월)

어린이재단 소식지 <초록우산> (3, 6, 9, 12월)

연간 사업보고서

*정기 우편물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면 제작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공제범위

개인 세액 

공제

개인 (주민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액의 15%
*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30% 공제

사업자 소득 

공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개인 (개인사업자번호)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3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기부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 나의 후원 ▶ 서비스 신청/출력 ▶ 기부금 영수증 출력

우편 및 팩스 발급 문의: 1588-1940

후원자 합창단 - 함께 그린 합창단

후원자 해외사업장 방문단 - 초록우산 보물찾기 여행

후원자 재능기부 - 초.능.력 봉사활동

가족 후원자 행사 - 초록우산이 좋다. 패밀리가 함께 온다.

후원 추천 활동 - 초록우산 멤버스

후원자 함께하는 초록우산 나눔음악회  

나눔에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첫 감사 안내

정기 우편물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화·참여 행사

참여행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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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여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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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검색해보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즐겨찾기 하세요!

모바일 홈페이지

후원내역 및 

결연아동 정보 등을 

모바일에서 더욱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친구맺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후원내역 확인, 지난 후원금 납입

결연아동 정보 확인, 편지 쓰기, 선물금 보내기

기부금 영수증 확인, 출력

 개인정보 확인, 변경

자원봉사 활동 확인, 신청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재단 직원의 1:1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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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 안내서

발행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발행일�� 2019년�4월�30일(ver�3.0)

발행인�� 차흥봉�

편집인�� 이제훈�

기획·편집�� 후원서비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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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88-1940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블로그  blog.naver.com/childfundkor

페이스북  facebook.com/childfundkor

트위터 twitter.com/childfundkorea

주소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어린이의 꿈을 응원하는 일

후원자님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