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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름다운재단
작은변화의 씨앗들

숫자로 보는 2020년

이웃과�함께�아이들을�같이�키우면서�나눔이

결국은�저를�위한�것임을�알게�됐어요. 저의�작은�나눔이�큰�도움,
큰�희망으로�되돌아오는�걸�경험했거든요.
김준엽, 김채은, 김주은, 오윤조

가족�기부자

저한테는�희망가게가�인생의�터닝�포인트에요. 아름다운재단은

창업�지원에서�멈추지�않고�운영에�어려움은�없는지�늘�함께�고민하고
응원해�줬어요. 모든�과정을�나눌�지지자가�있어�좋았습니다.
윤정희 '아름다운�피부관리' 창업주

시민의식�성장과�공동체�발전, 변화를�위한�지원

한부모여성�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아름다운재단과�함께이기�때문에,

개인 지원

단체 지원

54,651 명

566 건

감사히�받아, 투명하고�건강하게�잘�나누었습니다.

단단한�변화의�토대를�바탕으로�쉼터�퇴소�경계선지능�청소년
자립�지원�현장에�뛰어들�수�있었습니다.
박현동�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

청소년주거복지지원사업

16년간�이른둥이�지원에�힘써온�아름다운재단은�달랐어요.

내국인뿐�아니라�외국인�이른둥이에게도�입원치료비를�지원했죠.
절망하는�부모들에게�큰�도움이�됐습니다.
송지원�고려대학교�안산병원�의료사회복지사

이른둥이�지원사업

먼저�자립한�선배�보호종료아동�입장에서�후배들에게�자립�정보를

아낌없이�주고�싶었어요. 길잡이들과�팀원들�모두�같은�마음이다�보니
활동�내내�사이가�무척�돈독했습니다.
신민규�길잡이

총 기부금

8,624,228,793 원
총 사업비

6,974,647,722 원
2020년�작은변화의�씨앗을�심은�사람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친구들과�수다떨면서�직접�책을�쓰고�만들어�보는�것이
처음이라�너무�재미있었어요.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참여�아동

아동청소년�문화�지원사업

기부자수

17,76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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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0년에도�아름다운재단은�기부자님과�함께�우리�사회�곳곳에서�세상을�바꾸는�작은변화를�만들었습니다.

건강영역

교육영역

이른둥이�지원사업, 여성장애인�맞춤형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개인 452명 / 단체 48건

개인 1,277명 / 단체 46건

보조기기�지원사업�등 6개�사업

총 821,407,361원

노동영역
한부모여성�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등 2개�사업

개인 420명 / 단체 8건
총 585,471,646원

한부모여성�창업자금지원을�위한�희망가게�대여사업비 1,367,000,000원

안전영역
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를�위한�지원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등 4개�사업

개인 49,900명 / 단체 34건
총 1,047,041,718원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등 8개�사업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안전, 주거, 환경, 사회참여 8개�영역에서�도움이�필요한�이웃과�공익활동을�지원했습니다.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맞춘�보조기기를�지원하여�사회생활을�돕고�편안한�일상을�이어갈�수�있도록

청년 자립정착꿈

대학�비진학�보호종료�청년의�자립을�돕고자

총 1,267,837,512원

문화영역
아동청소년�문화�지원사업�등 2개�사업

교육비·주거비·생계비�등의�통합�지원과�함께�자립역량강화�및�지지체계�형성을

공익단체 IT인프라

코로나19로�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지역�공익단체 33곳을�선정해 IT기기�및

총 225,457,204원

지원사업

디지털�역량�향상을�위한�교육을�지원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교사·학부모�등�학교�구성원의�자발적�참여와�실천을�통해�유해물질로부터

주거영역
청소년주거복지지원사업�등 2개�사업

개인 72명 / 단체 4건
총 368,432,555원

사회참여영역
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

개인 311명 / 단체 4건

개인 1,383명 / 단체 379건

총 231,808,707원

위한�그룹멘토링·여행활동·자립교육�등을�지원했습니다.

개인 836명 / 단체 43건

안전하고�건강한�학교만들기�지원사업�등
3개�사업

뒷받침했습니다.

지원사업

학교만들기

지역사업, 기빙코리아�등 19개�사업

총 2,427,191,019원

자유로운�건강한�학교를�만들�수�있도록�학습�프로그램�및�교구를�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유자학교)

안전한�제품의�생산과�유통을�위한�사회적�논의�기반도�마련했습니다.

한부모여성

창업을�준비하는�한부모여성에게�담보와�보증없이�저금리로�창업자금을�대출해

창업자금 대출
환경영역

2020년�첫�발걸음을�뗀�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개개인의�특성과�상황에

창업을�돕고, 교육·컨설팅�등의�사례관리를�지원했습니다. 상환금으로는�또�다른

지원사업(희망가게)

한부모여성의�자립을�지원하며 '희망의�선순환'을�보여주고�있습니다.

기빙코리아

국내�최초로�기부문화�연구조사를�시작한�기빙코리아가 20주년을�맞이해�한국

기부문화 20년의�흐름을�짚었습니다. '불확실한�시대, 확실한�행복'이라는�주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기부�현황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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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사업
세상을�바꾸는�작은변화를�만들기�위해�다양한�캠페인을�진행했습니다.

기부자의�뜻이�담긴�기금�조성, 사회적�책임을�실천하는�기업시민의�사회공헌�활동도�활발히�이뤄졌습니다.

열여덟 어른 시즌2

베로니카불꽃기금

보육원을�퇴소한�보호종료�당사자 6명이�미디어�운영, 보육원�강연, 디자인

이순희�할머니는 2007년�아름다운재단을�포함한 5개�기관에�재산의

자립과정에서�겪는�어려움과�건강한�자립을�위해�필요한�사회적�요건�및�인식

남기신�기부금은�할머니의�또�다른�이름을�딴 ‘베로니카불꽃기금' 이

굿즈�제작�등�각자의�재능을�살린�프로젝트를�진행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개선의�필요성에�대해�알렸습니다.

대부분을�기부하기로�하셨습니다. 지난해�세상을�떠나며�아름다운재단에
되었습니다. 젊은이의�다양한�경험을�강조하셨던�할머니의�유지를�따라�본
기금은�교육영역�지원사업의�토대가�될�예정입니다.

'들썩' 만들기
지리산권�공익활동의�구심점이�될 <'들썩' 만들기> 캠페인을

아름다운바오밥나무기금

베이스캠프 '들썩'은�워크숍, 포럼�등의�행사와�소셜섹터�종사자들의

기금입니다. 청소년부모�가정에�안정적인�주거를�지원하는 1호기금,

진행했습니다. 2021년 5월�전북�남원시�산내면에�자리잡을�작은변화
공유오피스로�이용되는�등�지리산�지역사회�활성화의�거점으로�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탕비실을 부탁해
응원의�마음을�담아�시민사회단체들의�탕비실을�채워드렸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정체성과�역할에�대해�이야기�나눴으며, 각�단체에서
정성껏�준비해주신 '오브제'들은�아름다운재단 1층에�전시되어�그
이야기를�전하고�있습니다.

바오밥나무처럼�많은�이에게�따뜻한�쉼과�그늘을�선물하고픈�마음이�담긴
대학생�보호종료아동이�빛나는�꿈에�도전할�수�있도록�하는 2호기금으로
조성되어�지원을�이어나가고�있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을�통해�대학�비진학�보호종료�청년들이
건강하게�자립할�수�있도록�취업교육과�심리상담, 경제�교육�등의
실질적인�자립�교육�및�네트워크�형성�프로그램�등을�지원합니다.

코로나19 긴급모금/지원사업
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이웃을�돕기�위해�많은�기부자님께서�마음을

펩시코(PepsiCo Inc.)

나눠주셨습니다. 대구지역�아동과�어르신을�대상으로�식료품과�방역용품

코로나19 확산으로�피해를�입은�대구·경북�한부모여성�가정을�대상으로

방역용품을, 장애인�야학�참여�학생과�한부모가정�그리고�자녀를�양육하는

맺고�코로나19 긴급모금을�진행한�아시아�지원�모금단체�기브투아시아

꾸러미를�전달했습니다. 또한�대구·경북지역�장애인과�자활�작업장에
이주민�가정에�긴급생계비를�지원했습니다. 이웃이�이웃을�돕는
시민사회의�저력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긴급생계비와�생필품을�지원했습니다. 글로벌�펩시코재단과�파트너십을
(Give2Asia)의�협력으로�진행된�나눔으로, 국제적인�연대의�힘을
보여줬습니다.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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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정규모

2020년, 세상을�바꾸는�작은변화를�만들기�위한�따뜻한�관심과�응원이�모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엄격한�외부�회계감사와�내부�감사를�통해�기부금�사용에�대한�투명성을�검증받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국세청�공익법인�결산공시를�통해서�확인할�수�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이웃을�위해�나눔을�실천하는�시민과

사회에�이익을�환원하는�기업을�통해 '목적형기금'을�조성합니다.

이�기금은�지속적인�사업�수행을�위해�장기적으로�운용되어�공익사업에�쓰입니다.

기부금

목적형기금을�포함한 2020년�아름다운재단의�총�재정규모는�아래와�같습니다.

8,624,228,793 원

정기, 일시, 현물�등�기부회원이�기부하신�금액입니다.

수입

9,956,705,697 원

기부금 외 수입
196,418,714 원

총 재정 수입 내역

세부 내용

기부금

정기, 일시, 현물 등 기부회원이
기부하신 금액입니다.

사업운영수입, 사업비�환급금으로�조성된�금액입니다.

사업운영 수입

기금 운용을 통한 수입

환급금

1,136,058,190 원

목적형기금의�운용�과정에서�발생한�수입입니다.

기금 운용을 통한 수입
목적형기금

아름다운재단의 행사 참가비 등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 잔액 등이
아름다운재단에 환급된 금액입니다.
목적형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입니다.

기부회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용예정 기금'과 '사업준비금'입니다.

금액 ( 원 )
8,624,228,793
18,200,738
178,217,976
1,136,058,190
50,929,900,519

총계 60,886,606,216

사업수행 비용
6,974,647,722 원

정관상�명시된�고유목적사업을�연구, 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지출

10,185,063,947 원

총 재정 지출 내역

세부 내용

사업수행 비용

정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을
연구, 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모금 비용
1,801,463,146 원

정관상�명시된�고유목적사업을�위한�캠페인�기획,
기금 조성, 모금 실행 등에 쓰인 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등

모금 비용
일반관리비 등
목적형기금

정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캠페인 기획, 기금 조성, 모금 실행 등에 쓰인 비용입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운영비입니다.

기부회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용예정 기금'과 '사업준비금'입니다.

금액 ( 원 )
6,974,647,722
1,801,463,146
1,408,953,079
50,701,542,269

1,408,953,079 원

조직을�운영하고�관리하기�위해�사용되는�운영비입니다.

총계 60,886,606,216

20th.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창립 20주년

'작은�시작의�순간', '변화를�이은�사람들' 더�많은�이야기는
아름다운재단 20주년�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작은 시작의 순간, 변화를 이은 사람들
작은�시작으로�만들어진�아름다운재단의 20년, 그�순간들을�기록했습니다.

20년 역사의 초석이 된 '김군자할머니기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군자 할머니는 총 1억 원을 기부하며

함께�변화를�이어온�사람들의�이야기를�담았습니다.

정경애 부산여성회 부대표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단체

아름다운재단의 첫 번째 기금 출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처럼

사람들의 변화, 여성의 변화, 나아가 정의로워지는 사람들이

돈을 나누어주셨습니다. 김군자할머니기금으로 시작된 <대학생 교육비

목표이기도 하고,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면서 좀 더 힘을 받기를

부모를 잃고 배움의 기회에서 멀어진 학생들을 위해 평생 어렵게 모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지냈던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장학생 모두가
할머니의 뜻을 이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공익단체와 함께 만드는 '변화의시나리오'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부산여성회가 지향하는

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부산여성회 안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제는 부산여성회와 아름다운재단과 기부자들의
연결 속에 나눔과 활동이 점점 커져가는 것. 이렇게 변화는
느리면서도 확실한 확장으로 다가온다고 느낍니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대 소장

공익활동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공익단체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에서 시작해 공익단체로 독립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아름다운가게'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공익활동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이음', '띵동', '흥'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해왔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공익단체 및 시민모임의 활동도 지원해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부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는 곳이 잘 없는데,

기부문화연구소는 계속 이 분야의 자료를 구축해왔지요. 모든
경제 및 사회정책은 데이터에 근거해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변화를 꿈꾸는 재단, 비영리 조직과 기부문화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름다운재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선영, 김인규, 김원석, 김인형 가족 기부자
<이른둥이 지원사업> 첫 번째 지원 가정

채움의 에너지로 세상을 바꾼 '1%나눔'
모자람 혹은 한계를 표현하는 말이었던 1%, 그러나 1%가 모이고

쌓이면 변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용돈, 휴가비,

송년회비의 1%. 수많은 분께서 <1%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일상을
나눔의 순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눔의

씨앗을 심어주신 기부자님 덕분에 작았던 씨앗들은 어느새 아름드리
숲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두 살이 되던 해부터 기부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아요. 지원받은

아기들이 ‘우리 아이처럼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
아이들에게 기부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살 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감나무에서 한 두 개
열매는 새 모이로 남겨주는 것처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면 세상의 변화가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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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온라인 연차보고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autifulfund.org/annualreport2020

아름다운재단은�온라인으로 2020 연차보고서를�제작하여

환경보호를�실천하고, 필요한�만큼만�연차보고서�리플렛을�제작해
도움이�필요한�곳에�더�많이�지원할�수�있도록�노력했습니다.

연차보고서를 읽어드립니다.
beautifulfund.org/annualreport2020/audio.php

아름다운재단의 2020년�지원사업과�살림살이를�들려드립니다.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서울시�종로구�자하문로 19길 6 (옥인동 13-1)
02-766-1004

give@beautifulfund.org

홈 페 이 지

beautifulfund.org

인 스 타 그 램

@beautifulfund_

페 이 스 북
기 부 문 의

facebook.com/beautifulfund
정기기부, 생애주기기부, 기금조성, 기업사회공헌�등
nanum@beautifulfund.org
02-766-1004 (ARS 1번)

지원사업문의

8개�영역 30여개�지원사업

grant@beautifulfund.org
02-766-1004 (ARS 3번)

기부문화연구소

research.beautifulfun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