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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꾸는 아이들과 
그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현 회장 CJ그룹 경영워크숍 / 2011. 12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출범사 / 2005, 07. 21



CONTENTS꿈을 키우고 나눔을 넓혀가는 
CJ도너스캠프가 되겠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2005년 7월 63개 공부방과 2,901명의 기부자들이 만나는 

작은 온라인 나눔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4만 명의 기부자들과 함께 전국 4,700여 곳의 공부방과

50여 만 명의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기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은 나눔과 기부를 일상처럼 여기며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해 주신 기부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가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기부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CJ도너스캠프와 함께 꿈을 키운 아이들이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고, 신입사원이 되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자신이 받은 나눔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 그 아름다운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CJ도너스캠프는 백년지계百年之計의 마음으로

모든 아동들이 창의성, 인성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나눔에 앞장 서겠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활동에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CJ도너스캠프 드림

CJ도너스캠프 핵심가치   06

CJ도너스캠프의 11년   08

핵심가치 01 | 동등한 기회
꿈을 향한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합니다 
공부방 지원사업   11 

인터뷰 1⃞ 조이스터디 지역아동센터 신선영 대표   14 

핵심가치 02 | 건강한 성장 
문화로 만난 꿈을 키우고 나눕니다 
꿈키움 창의학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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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CJ도너스캠프 나눔 이야기   32 

2016년 결산자료   36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며,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학업과 인성, 문화 창의 영역에서 꾸준히 

교육 지원을 해 온 CJ도너스캠프가 2016년에 11년을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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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CJ나눔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05년 출범 첫해 약 3,000명의 기부자로 시작하여 현재 약 14만 명의 기부자가 함께하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동등한 기회, 건강한 성장, 즐거운 나눔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핵심가치

꿈키움 창의학교 
음악/뮤지컬/요리/패션방송/영화 부문
꿈키움 문화 동아리, 꿈키움 캠프

교육제안서 
학업지원, 체육, 문화교육, 방학, 
수학여행, 치료 등 긴급지원

세상을 위한 꿈을 스스로 만드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화 만들기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문화 만들기

대표사업

대표사업

교육제안서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집이자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학습 능력은 물론 꿈과 인성도 키워 나갑니다. 공부방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면 모금이 시작되는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들과 만나고 CJ도너스캠프에서 기부금을 

매칭해 2배로 전달합니다.

객석나눔 

2006년부터 시작된 CJ도너스캠프의 객석나눔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경함하고 올바른 극장/공연 관람 예절 및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CJ CGV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 기회와 CJ E&M 토월극장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몸튼튼 스포츠 배우기 

문화체험 캠프, 방학, 수학여행, 여행 등 

마음튼튼 연극활동, 미술활동 등

학습지원 문제집 풀이, 독서 프로그램,  
 과학교실 등

누적 멘티 2013~

657
명

누적 대학생 | 임직원 멘토 2013~

169
명 

|
 79

명

함께하는 공부방 2005~

4,725
곳

누적 지원 아동 2005~

506,430
명

꿈키움 창의학교 & 스테이지

CJ그룹의 대표 문화사회공헌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 생각과 사회성을 키워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미래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 입니다. CJ그룹 각 계열사와 

연계하여 음악 부문, 뮤지컬 부문, 요리 부문, 패션방송 부문, 영화 부문 등 5개 분야에서 

15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탐색합니다. 창의학교 입학식 이후 각 팀별 

멘토링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각 부문별 창작활동을 

공유·점검하고 보완하는 중간 워크숍을 거쳐 6개월의 성장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꿈키움스테이지를 통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핵심가치 01

핵심가치 02

핵심가치 03

건강한 성장02
핵심가치

동등한 기회 건강한 성장 즐거운 나눔
핵심가치

동등한 기회01
핵심가치

나눔 문화 확산과 선순환을 위한 

CJ도너스캠프만의 특별함

투명성, 진정성, 공정성 | 기부자는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하고 기부자에게 감사편지를 보냅니다.

매칭 펀드 시스템 |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CJ그룹이 

매칭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방송 연계 모금 캠페인

<기부티크>, <80일간의 세계일주>, <굿와이프>, <삼시세끼>, <리틀빅히어로>와 같은 CJ 

E&M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즐거운 나눔을 선도합니다. 스타를 따라 기부할 수도 있고, 

어플이나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쉽고 즐거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CJ그룹은 다양한 나눔 채널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눔 03
핵심가치

꿈키움 모금 캠페인 나눔히어로 캠페인
포인트 나눔 캠페인

모두가 아이들의 꿈지기로서 
나눔에 참여하는 문화 만들기

대표사업

누적 기부자 2005~

144,012
명

누적 기부금액 2005~

266
억 

5,500
만원

아우름 시리즈

아우름은 샘터와 CJ도너스캠프가 공동기획한 청소년 

인성교육 캠페인으로, 해당 내용은 ‘아우름 시리즈’라는 

책으로 출간돼 소개됩니다. 책의 판매수익금 일부는 

청소년의 인성 교육 지원에 사용됩니다.

전달

교육 진행

결과 보고

감사편지

100만원

기부자

100만원

CJ그룹 200만원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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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설립, CJ도너스캠프 출범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고경영자(이재현 회장)의 나눔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CJ나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온라인 플랫폼 나눔사업인 

CJ도너스캠프를 출범했습니다.

쉽고 즐거운 나눔의 확산

CJ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는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거운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J나눔재단, 대통령상 수상

CJ나눔재단이 나눔활동(푸드뱅크 기부, 전국 
공부방 지원, CJ도너스캠프 운영을 통한 열린 
나눔문화 구축)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이웃돕기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꿈키움 창의학교 출범

CJ그룹의 핵심 사업(요리, 음악, 공연, 방송쇼핑)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꿈키움 창의학교’를 
출범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  

개방형 온라인 모금 시스템 도입

기업 재단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모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부자의 후원금에 

CJ그룹이 같은 금액을 더해 공부방 기부금을 2배로 
키우는 ‘매칭펀드’ 시스템이 주요 특징입니다.

CJ도너스캠프 출범 10주년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동등한 기회, 건강한 성장, 즐거운 나눔의 
핵심가치를 지속 실현해온 CJ도너스캠프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CJ도너스캠프 10주년 성장 
스토리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래를 여는 나침반 ‘꿈키움캠프’ 시행

아동·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 육성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꿈키움캠프’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진로계발을 도왔습니다.

대학생 멘토 사업 시행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부방에 대학생 
멘토단 ‘꿈키움 멘토단’을 파견했습니다. 꿈키움 
멘토단에는 공부방 출신 대학생이 참여해 나눔의 
선순환을 실현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 파트너십 확산

간편한 참여, 기부금의 명확한 모금 목적,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성을 높여 타기업, 공공기관, 
저명인사 등의 참여로 파트너십이 확산됐습니다. 
토즈코리아, 한국관광공사, 동양생명을 비롯해 
골프선수 최경주와 하정우, 고소영, 김나운, 이승기 
등이 CJ도너스캠프의 나눔활동에 참여했습니다.

CJ나눔재단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아동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Stage for You’ 론칭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동아리 ‘Stage for You’와 
함께 CJ그룹 임직원 봉사단 ‘CJ도너스클럽’을 
론칭했습니다. CJ도너스클럽은 공부방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인성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소셜 기부 론칭

댓글만으로 기부가 되는 소셜 기부를 국내 
최초로 론칭하여 쉽고 즐거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2005년

2016년

2006년

2015년

2008년

2013년

2007년

2014년

2009년

2012년

2010년

2011년

1999년 지속성, 비즈니스 연계, 임직원 참여를 원칙으로 시작된 CJ그룹 사회공헌 활동은 
2005년 CJ나눔재단 설립과 함께 본격화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온라인 기부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출범하여 11년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9년 아동·청소년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꿈키움캠프, 2013년 꿈키움 
창의학교를 론칭한 CJ나눔재단은 요리, 방송, 문화 등 CJ그룹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쉽고 즐거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11년

08 09



공부방 지원사업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고경영자의 나눔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의 공부방 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교육제안서는 학업지원부터 정서함양을 위한 몸튼튼, 마음튼튼,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공부방 지원사업
꿈을 향한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합니다 

캘리그래피 체험으로 탄생한 아이들의 작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각 지역의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는 또 하나의 집이자 

학교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꿈을 향한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CJ도너스캠프의 교육제안서 사업입니다. 

2016년 CJ도너스캠프는 학업지원 315건, 마음튼튼 275건, 몸튼튼 26건, 문화체험 631건, 

기타 13건으로 총 1,260건의 교육제안서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크게 보면 학업지원, 

마음튼튼, 몸튼튼, 문화체험으로 이뤄지지만, 교육제안서에 담기는 아이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무렵에는 학업지원의 내용이 많지만 방학 중에는 

문화체험의 내용이 많습니다. 

학업지원에는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교과목 관련 학습이나 기초학습도 있지만, 독서나 

교육제안서

1,260건

기부금액

35여 억원
함께하는 공부방(전국)

4,725곳
지원아동

82,708명

숫자로 보는 2016년 공부방 지원사업

10 11

핵심가치

동등한 기회

꿈꾸는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지원합니다

01



01 놀이요가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강원 
횡성행복한홈스쿨 아이들의 요가 배우기수업 현장.
02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제주도 자전거 여행에 나선 
경남 어울림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03 인천 임학지역아동센터의 전통문화예절교실. 
사자소학, 붓글씨, 전통예절, 전통놀이 등을 배우며 우리 
조상의 슬기와 정신을 배웠습니다.

01

02

토론, 글짓기 수업처럼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주는 

음악 및 악기 활동(우쿨렐레, 통기타, 밴드, 사물놀이), 미술, 무용 등 마음튼튼 활동도 

진행됩니다. 요가, 태권도, 축구, 수영으로 체력을 향상시키고 전래놀이와 전통놀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기르는 몸튼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방학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문화체험 

활동은 일일체험, 캠프, 박물관 견학 등 문화현장의 체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기부시스템, 교육제안서

공부방 지원은 금액이나 물품 등의 후원이 아니라 공부방 학생과 교사가 함께 후원을 

요청하는 교육제안서를 CJ도너스캠프 사이트에 올리며 시작됩니다. 

03

01 음악으로 치유와 화합을 배우는 경북 보리 챔버 
오케스트라 아이들. 02 우쿨렐레 배우는 아이들. 

기부자는 제안서 리스트에서 선택하거나, 후원하고 싶은 제안서를 검색한 후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공부방이나 그룹홈, 농어촌분교가 처한 현실은 각기 다릅니다.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여, 최대한 실수요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현장 중심적’ 기부 시스템입니다.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정서 계발까지

CJ도너스캠프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부방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수업을 적극 지원하여 풍부한 감성을 키워줍니다. 몸튼튼 사업을 통해 테니스, 

탁구, 야구를 배우고, 때론 인성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방학캠프를 떠납니다. 마음튼튼 사업을 

통해서는 미술 치료나 연극 치료를 체험합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등 악기를 배우고 미니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공연을 합니다. 몸튼튼, 마음튼튼,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과 

정서를 키웁니다.

기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CJ도너스캠프의 공부방 지원사업은 기부자가 교육제안서를 보고 직접 선택하는 데서 출발

합니다. 해당 기부가 완료되면, 공부방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종료 후 결과를 알리는 

감사편지를 기부자에게 전달합니다. CJ도너스캠프 사이트를 통해 기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가 오랜 시간 신뢰를 받아 온 이유입니다.

기부자
100

도너스캠프
100

두 배의 사랑 전달, 매칭 펀드 시스템

기부자가 마련해주신 모금 금액만큼 

CJ도너스캠프도 동일한 금액으로 사랑을 

전달합니다. 교육제안서 감사편지 모금진행 교육진행

2배 매칭

01 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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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영 대표
조이스터디 지역아동센터

조이스터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탭댄스를 연습하기 위해 4년째 모이고 있습니다.

위축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를 알고 가까워지도록 매년 연극, 탭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 15

2005년 CJ도너스캠프가 시작된 
해부터 인연을 맺어온 조이스터디 
지역아동센터. 32명 중 28명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인 곳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이 몇 년 사이에 밝고 
건강해진데는 CJ도너스캠프 
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몰입과 발산의 
즐거움을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조이스터디 지역아동센터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 주변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선 행당동에 있다가 7년 전, 이곳으로 왔지요. 본래 

다세대가구가 밀집해 있던 행당동 시절만 해도 탈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곳으로 오니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정원이 32명인데 28명의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에요. 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기도 해요. 나이 차이,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한 어린 엄마들이 봉제공장 등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말에 익숙하지 못한 엄마와 함께 생활하니 아이들도 

한국말이 서툴고 학업도 당연히 뒤떨어져 있죠. 아직 어리지만 정체성 혼란도 

느끼고요. 제가 데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한국어 교육을 우선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강제로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죠. 그게 조이스터디의 교육철학입니다.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맘껏 누려보게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CJ도너스캠프의 공부방 지원사업을 통해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A, B, C도 모르던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연극도 했죠. 그 활동이 

알려져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그랬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 한 번의 성취가 아이들에겐 많은 변화를 줘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나가기도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학업을 

마치기도 하고요.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간 아이들도 있죠.

마장동으로 이사 오면서 초등학생이 많아져서 생각해낸 게 탭댄스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연극이나 뮤지컬은 조금 힘들테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배우기 

싫어했어요. 귀찮거든요.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해보자’고 말하면서 

한 명 한 명 일으켜 세웠죠. 저도 아이들과 함께 탭댄스를 추는데요. 이게 여간 신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틀어놓고 스텝을 밟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아이들도 그래요. 하기 

싫다고 찡찡대던 아이들도 한 곡, 두 곡 끝난 줄 모르고 춤을 춰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무대에 최대한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박수 받을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엄청난 박수를 받아요. 

잘한다, 예쁘단 소리도 많이 듣고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수록 달라져요.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의 특기는 탭댄스, 취미는 음악 듣기가 되었죠. 

저희가 탭댄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어요. 첫해부터 탭댄스를 배운 

아이들은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박수 받을 만한 특기가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요. 또 이런 기특한 

생각도 하더라고요. 탭댄스만 잘하면 소용없다고요, 다른 것도 잘해야 한다고요. 다른 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변화가 미미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변화는 CJ도너스캠프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보통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1년 단위의 큰 프로젝트로만 진행되거나, 물품이나 인적 지원의 형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CJ도너스캠프는 교육제안서를 통해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제안하고 기부자들의 모금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올해는 오랜만에 저희 아동센터에서 자체 공연을 열어볼까 해요. 아이들의 향상된 탭댄스 

실력을 기부자님들이 오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꼭 보러 와주세요. 

“교육제안서를 통해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신선영 대표



핵심가치

건강한 성장

꿈을  
키우고

재능을  
키우며

미래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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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키움 창의학교는 CJ그룹의 대표 문화사회공헌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 생각과 사회성을 키워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미래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꿈키움 창의학교는 자기주도적 생각과 창의적 
상상에 소통과 협력을 더해 함께 문화를 만드는 문화창작배움터입니다.

꿈키움 창의학교
문화로 만난 꿈을 키우고 나눕니다

꿈키움 스테이지에 마련된 영화부스에서는 미래의 ‘영화
감독’들이 만든 ‘단편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건강한 성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열정을 갖고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탐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대학생 멘토와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꿈 성장만이 아닌 

인성 성장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주’, ‘열정’, ‘창의’, ‘개방’, ‘집중’, ‘도전’이라는 

6개 가치와 함께하는 ‘꿈 성장’은 스스로 열린 꿈을 꾸며 도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려’, ‘소통’, ‘용기’, ‘책임’, ‘정직’, ‘신뢰’라는 6가지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인성 

성장 측면도 배려합니다.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4기의 꿈키움 창의학교가 

진행됐으며 그동안 총 654명의 아이들이 꿈키움 창의학교를 통해 부쩍 성장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병행하느라 벅찬 6개월이지만, 아이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생 멘토

70
명

청소년 멘티

154
명

셀럽 멘토

13
명

임직원 멘토

28
명

숫자로 보는 2016년 꿈키움 창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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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별 꿈키움 창의학교

요리부문 | 꿈을 레시피하다

CJ제일제당, CJ푸드빌 같은 CJ그룹 계열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공 지식을 가진 대학생 

멘토와 이연복, 레이먼 킴 셰프 같은 전문가 멘토의 특강과 시연을 듣고 보고 

배우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식문화산업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메뉴개발은 물론 창작요리를 선보입니다. 처음엔 칼 잡는 법도 서툴렀던 아이들이 6개월 

수업 후에는 스스로 메뉴를 구성하고 100인분 음식을 거뜬히 만들어내는 ‘요리 꿈나무’로 

성장합니다.

패션방송 부문 | 꿈을 디자인하다

현직 패션 디자이너, 홈쇼핑 PD, 쇼핑 호스트들이 패션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CJ오쇼핑의 선진적인 방송장비를 통해 홈쇼핑 산업 이해 및 방송제작 경험을 학습하게 

됩니다. 직접 원단을 사고, 디자인하여 옷을 만들어 패션쇼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홈쇼핑 

방송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강요한 디자이너, 모델 이현준, 방주호 

같은 전문가 멘토의 지도와 격려를 받으며 디자이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01

02

03 04

01, 02  요리부문 멘티의 즐거운 요리 수업 모습. 03 한 단계 한 단계 기본기부터 충실히 익혀 나가는 요리 부문 멘티와  
멘토. 04 꿈키움 스테이지에서 케이터링 시연으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멘티들.

음악 부문 대멘토 황종률 | 하쥬리 

“나눔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나누려면 
나누고픈 대상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음악으로 제가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 밖에요. 
아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감동이었습니다.” 황종률 교수

“얼음장 같은 창고 구석의 밴드실에서도 
웃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젊음과 열정에 제가 위안 
받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하쥬리 교수

6개월 과정의 꿈키움 창의학교

이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요리, 패션방송, 영화, 뮤지컬, 음악 부문 등 실제 

문화산업현장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열정을 갖고 미래와 진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오쇼핑, CJ E&M, CJ CGV 등 CJ그룹의 다양한 계열사와 

함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문화산업현장에 종사하는 CJ 

임직원들, 그리고 해당 분야 전공의 대학생들이 6개월 동안 멘토가 되어 아이들의 

꿈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꿈키움 스테이지

꿈키움 스테이지는 요리, 패션방송, 영화, 뮤지컬, 음악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 

멘토와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CJ그룹 임직원 멘토, 그리고 해당 분야 전공자인 대학생 

멘토단과 함께 6개월에 걸친 멘토링 수업, 체험활동을 거친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들의 실력을 선보이는 ‘꿈의 무대’입니다. 1등을 두고 다투기보다 모두가 

주인공인 ‘꿈키움 스테이지’는 꿈키움 창의학교의 졸업식과도 같습니다.

꿈키움 창의학교의 일등공신, 멘토링 시스템

배우 안성기 교장이 이끌었던 꿈키움 창의학교 4기는 ‘멘토링’ 시스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아이들 가까이에서 세세하게 도와주는 대학생 

멘토단, 대학생 멘토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전문가 멘토,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CJ그룹 임직원들이 믿음직스런 멘토가 되어 입체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성장의 선순환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커집니다.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멋진 뮤지컬 무대.

멘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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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문 | 꿈을 연출하다

미래의 영화감독, 촬영감독, 배우를 꿈꾸는 아이들은 각종 영화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자신들이 생각해 낸 이야기를 5~10분 정도의 짧은 영화로 만들어보게 됩니다. 전문가 

멘토인 이경미 감독과 강연자로 참여해 준 연상호, 백승화 감독, 그리고 대학생 멘토들의 

꼼꼼한 지도 속에 로맨틱 코미디부터 클레이 애니메이션까지 멋진 창작물을 완성해 냅니다.

뮤지컬 부문 | 꿈을 연기하다

음악이면 음악,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종합예술인 뮤지컬은 ‘문화산업의 꽃’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뮤지컬의 기본기와 배우가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 배우고, 

대본을 쓰고 함께 연기하며 꿈을 향해 연습합니다. 전문가 멘토인 뮤지컬 배우 남경읍, 

스페셜 멘토 배우 김지우, 오영진 PD의 지도 속에 무대를 향한 꿈이 영글어갑니다.

음악 부문 | 꿈을 노래하다

음악 부문은 전공 대학생 멘토들과 정원영, 황종률, 하쥬리, 김건, 송광식, 이윤재 전문가 

멘토들이 직접 아이들의 학교로 찾아갑니다. 아이들은 음악인의 생각과 자세를 배우고, 

곡을 직접 써보고, 기성곡을 새롭게 해석하여 부르는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음악을 듣고 

느끼는 차원에서 벗어나 음악을 창작하는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05

03

0401

02

01 패션방송 부문 동북고등학교 학생들의 패션 창작품을 
입고 무대에선 YGK+ 모델의 재능기부. 02 자작곡의 수
준과 무대 매너도 수준급입니다. 03 꿈키움 스테이지의 
뮤지컬 스타들. 04 인화여중 학생들의 로맨틱 무비 <쿵
쾅쿵쾅 심장폭격기>의 한 장면. 05 학생들이 만든 의상
을 입고 촬영해준 모델 황현주 씨와 모델을 꿈꾸는 멘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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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키움 창의학교의 이해민 
영상 멘토는 CJ나눔재단의 
‘꿈키움웹드라마’를 통해 
제작한 단편영화 <새터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제2회 
대한민국 인성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의 절반을 선뜻 
CJ도너스캠프에 기부한  
이해민 멘토의 나눔 스토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기쁨을 더 
크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해민 
대학생 멘토

“처음에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한 

번만 해볼까 했던 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의 꿈은 뭐였지?’ ‘내 꿈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되묻게 되더군요. 멘토링을 통해 성장한 건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여를 아이들과 함께했던 이해민 멘토는 2016년 CJ나눔재단에서 주최하는 

‘꿈키움웹드라마’ 공모에 참여하여, 소래중학교 22명 아이들과 함께 생애 첫 드라마 

촬영에 도전했습니다. 제목은 <새터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작품으로 

제2회 대한민국 인성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인공 ‘혜지’ 역을 맡은 

친구는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혜지는 새터민(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죠. 사용하는 단어, 문화가 너무 달라 혼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껴요. 실제로 외국에서 수업 듣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혜지의 

변화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딛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창 혈기왕성한 22명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조율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무더위 

속 촬영은 체력적으로도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카메라 셔터만 눌러대던 

아이들이 점차 구도나 세팅, 색감에 관심을 가지는 변화를 보며 이해민 멘토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상 후 이해민 멘토는 상금 300만원의 절반을 CJ도너스캠프에 기부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나오기 어려웠던 영상이었잖아요. 나 혼자 쓸 

수는 없었어요.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서 기부자가 낸 만큼 2배로 더해져 후원되는 

CJ도너스캠프에 기부했죠.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꿈을 찾는 데 쓰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이고, 나의 꿈은 

무엇인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이해민 멘토. ‘촬영감독’이란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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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키움 창의학교와의 인연이 벌써 4년째인가요? 1기부터 시작해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조리학교 강의도 해보고, 다른 분야 특강도 나가봤지만 대부분이 기술 

수업이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알려주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게 꿈키움 창의학교에 나오게 된 이유였죠.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2번 정도 아이들과 만나는 게 전부라서 아쉽기도 하지만 창의학교를 통해 “꿈을 

가져라”, “힘을 키워라”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동시에 “TV를 보고 환상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싶었고요. 현업에 있는 선배라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한 경험과 지식이 이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로, 
각종 TV 요리쇼의 
게스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레이먼 킴은 
꿈키움 창의학교  
1기부터 함께해 온  
요리 부문 대멘토입니다. 
그가 이번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한 이선민, 홍다연 
멘티(백운중학교 3학년)와 
만났습니다. 

요리를 
즐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레이먼 킴 
멘토

선민이의 이야기 | 초등학교 4학년 때 《김영모의 빵과 케이크》라는 책을 우연히 봤어요. 투박한 

빵인데, 그걸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예뻤어요. 그걸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종이에다 재료 

이름을 적고 오려서 빵 만드는 흉내를 내곤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6년 플랜’을 제시하며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가겠다고 

선언했죠. 엄마는 솔직히 제가 하다 말 줄 아셨대요(웃음). 그러나 아빠를 졸라서 매년 1권씩 

제과제빵 관련 책들을 선물 받아 읽고, 홈베이킹을 해보면서 점점 꿈이 커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거 할래?”라면서 팸플릿을 주셨어요. 그게 꿈키움 창의학교였고요. 너무 하고 

싶어서 각 반을 돌면서 홍보했어요. 드디어 꿈키움 창의학교 면접을 통과해서 레이먼 킴, 이연복 

셰프님의 특강과 시연을 보게 되니 정말 꿈 같았어요! 요리를 제대로 배우는 건 처음이라 모든 

과정이 흥분의 연속이었죠. 처음엔 여자가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라며 반대하셨던 일식 조리사인 

이모부와 부모님도 제가 공언했던 대로 꿈키움 창의학교를 거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니 

이제는 장하다고 응원해주세요. 

다연이의 이야기 | 제과제빵 자격증을 이미 땄는데, 파티시에가 될 결심으로 딴 건 아니었어요. 

영어학원 재등록을 두고, 하기 싫다고 엄마와 싸우다가 “난 디저트를 만들 거라고!”라고 외쳤죠.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레스토랑에 따라갔다가 먹었던 머랭쿠키라는 이름이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학원을 다녔고 재작년에 제과 자격증을, 작년에 제빵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꿈키움 

창의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로 진로를 정했어요. 꿈키움 창의학교에서의 수업은 

정말 최고였거든요! 시장조사를 하고, 요리를 배우고, 메뉴 개발을 하는 모든 과정이 재밌었어요. 

안산의 진양시장에서 먹었던 칼국수와 떡볶이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맞다! 레이먼 

킴 셰프님께 배운 세비체도 정말 맛있었어요. 힘들지 않느냐고요? 몸은 힘들지만 완성된 음식을 

먹어보면 정말 기쁘잖아요. 과연 내가 제대로 한 걸까 불안하다가 간을 보는데 딱 맞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꿈키움 창의학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선민·홍다연

멘티

“처음에는 ‘이벤트성’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꿈키움 

창의학교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들을 

현업에서 보게 되면서 

신뢰가 생겼어요.”

레이먼 킴

꿈키움 창의학교를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나눔’이라 할 수 있겠네요. 계속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요리와 식문화에 대해 신경을 쓰는 기업이 많이 없는데, CJ는 매년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벤트성’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꿈키움 창의학교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들을 현업에서 보게 되면서 신뢰가 생겼어요. 2,3기 

때 멘토였던 대학생들 중에 CJ 백설요리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이들이 있거든요.  

30명 중 한두 명이라도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게 보람이자 이 일을 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붙은 이름은 전문가 멘토예요. 사실, 멘토라는 말은 너무 큰 거 같아요. 멘토-멘티는 

스킨십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이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멘토나 중학생 

멘티들의 관계처럼요. 그렇지만 멘토는 아니어도 조언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두 친구에게는 “요리를 즐겨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빨리 어른이 될 필요도 없거든요. “난 셰프가 될 거야”가 

아니라 “요리하는 게 좋아”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선민 홍다연



꿈키움 창의학교 4기 멘토단
꿈꾸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01 참가학교
부    문 지    역 지역 상세 기관명

음악

서울 동대문구 청량중

서울 강동구 신암중

경기 안산시 경안고

경기 성남시 동광중

경기 성남시 성일중

경기 안산시 석수중

경기 수원시 영생고

인천 계양구 작전중

서울 강동구 동북고

뮤지컬

서울 마포구 아현정보산업고

경기 안산시                 선부중

경기 안산시 안산디자인문화고

요리

서울 마포구 아현정보산업고 2팀

서울 중랑구 혜원여중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여중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여고

경기 고양시 고양고

경기 성남시 성일중

경기 의왕시 백운중

경기 안산시 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패션

서울 강동구 동북고

서울 중랑구 영란여중

서울 성동구 마장중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여고 1팀

영화

서울 마포구 아현정보산업고

서울 관악구 미림여고

경기 평택시 송탄제일중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여중

경기 남양주시 호평고

인천 남구 인화여중

부    문 이    름

음악
강서연, 김도현, 김영준, 모영민, 박선영, 우선명, 윤소리, 이원중, 이진호, 
이현정, 정다운, 고현, 정신혜, 지일송, 지찬근, 최한슬, 한승희, 홍동균

뮤지컬 김새록, 박민수, 신수영, 신윤정, 안종수, 최가희

요리 김예빈, 김지윤, 맹건, 문재원, 안지혜, 차수아, 최민재, 최하진, 황치범

패션 권세현, 김은비, 김채은, 나영화, 박기덕, 이지원, 정소이, 함주은

영화 김미향, 김민기, 김민지, 김민지, 김수빈, 김슬기, 김유준, 남화정, 박은하, 이한수, 최상빈

홍보기자단
김경아, 김규동, 김수빈, 배수연, 손우준, 송문식, 이연지, 이현정, 이혜연, 
이혜진, 이효정, 임민정, 정대영, 정승우, 제수현, 조태나, 하지영, 한주리

02 대학생 멘토

03  마스터 멘토 
전문가 스페셜 멘토

05 파트너

부문명 계열사 이    름

음악부문 CJ E&M 이수정님, 박병준님, 이수연님, 마주희님, 이정호님

뮤지컬부문 CJ E&M 예주열님, 김현정님, 지승연님

요리부문

CJ제일제당 김도임님, 김남영님, 이욱진님, 이진호님

CJ푸드빌 정선옥님, 이우용님, 강수일님, 김선영님

CJ엠디원 김유미님, 권주희님, 이강원님, 김기훈님, 원재승님

패션부문 CJ오쇼핑 신혜진님, 이지은님, 노지호님, 김성은님, 강경석님

영화부문 CJ CGV 조정은님, 정다은님

홍보기자단
CJ E&M 박건욱님, 김정욱님 

CJ주식회사 현석님

꿈키움스테이지
CJ E&M 조혜령님

CJ주식회사 백우승님

부    문 기관명

음악 로시난테

뮤지컬 더프로액터스

요리 오가니제이션요리

패션방송 드림스타트업

영화 미디액트

04 임직원 멘토

부    문 마스터 멘토 전문가 스폐셜 멘토

공통 안성기님(배우, 교장선생님) -

음악 정원영 교수(호원대)
송광식님(피아니스트), 하쥬리 교수(피아니스트), 
김건 교수(동아방송대), 황종률 교수(백석예대), 

이윤재 작곡가(동아방송대)

뮤지컬 남경읍님(뮤지컬 배우) 정성화님(배우), 김지우님(배우)

요리 이연복 셰프(3~4기 참여) 레이먼킴 셰프(1~4기 참여)

패션 한혜연 스타일리스트(3~4기)
황현주님, 이현준님, 방주호님(모델)

강요한 디자이너(4기)

영화 이경미 감독(비밀은없다) 연상호 감독(부산행), 백승화 감독(걷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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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즐거운 나눔 

쉽고 즐거운 
나눔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03



CJ도너스캠프는 소비로, 방송으로, 페스티벌로 그리고 SNS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기부가 쉽게 이뤄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쉽고 즐거운 나눔을 추구합니다. 거창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기부, 부담스럽지 않은 
즐거운 기부로 모두가 어린이들의 꿈지기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쉽고 즐거운 나눔 
생활 속에서 새로운 나눔을 만납니다

함께 나누는 당신이 히어로! 나눔히어로 캠페인 

tvN의 대표 공익 프로그램 <리틀빅히어로>를 통해 소개된 나눔히어로 3인(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소액대출 나눔을 실천 중인 ‘착한대출’ 이창호님, ‘미혼모의 수호천사’ 이효천님,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장학지원에 내놓는 ‘방화동 국수가게’ 김요한님)의 나눔 이야기를 

전파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진행, 총 1,279명이 참여하여 161만 4,000원의 

기부금액이 모였습니다. 또한 CJ도너스캠프 페이스북을 통해 미혼모 지원을 위한 

캠페인도 이뤄졌습니다. 좋아요와 공유하기, 댓글의 갯수에 따라 기저귀와 물티슈, 신생아 

키트(체온계, 목욕용품, 보습용품, 젖병)를 전달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좋아요 2만 3,802개, 

공유하기와 댓글 788개, 영상조회 163만 명의 참여로 신생아 키트 150개와 아기 물티슈 

270박스(5,100개)가 미혼모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위드맘’으로 전달되었습니다.

01 나눔히어로 3인을 후원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어 
1,000명 넘는 이들의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02 DIA 
페스티벌 기부자 선물 추첨 모습. 03 <삼시세끼> 
착한공약 캠페인으로 겨울방학 특식이 481명의 
아동에게 전달되었습니다.

01

모금액

35,567,175원
페이스북 참여자

41,149명
함께 해주신 기부자

40,361명
기부금액

18억 2,100만원

숫자로 보는 2016년 나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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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밴드와 함께 한 ‘착한공약’ 

꿈키움 창의학교 3기 출신 멘티 
아침밥밴드(조민규, 김태양, 장지웅, 
양우석)가 착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아침밥밴드의 게시물에 좋아요, 
공유, 댓글달기로 응원하면 응원 10건당 

1개의 아침밥(CJ제일제당 햇반 컵반)이 
제공되는 이벤트를 통해 모아진 총  

1만 567건의 온라인 응원으로 1,000개의 
아침밥이 총 31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답니다. CJ제일제당 
햇반 컵반의 모델 ‘대세배우’ 박보검의 
팬들도 많이 참여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했다는 후문!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를 통해 나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무려 3만 944명의 좋아요와 2,619개의 댓글, 7,586번의 공유하기가 모였습니다. 

그 결과 전남 고흥군과 완도군의 지역아동센터 481명에게 겨울방학 특식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페스티벌과 함께 쉽고 즐거운 나눔

페스티벌도 나눔 확산의 현장입니다. CJ E&M DIA TV의 인기 스타와 국내 정상급 

크리에이터 129개 팀과 함께 한 ‘2016 DIA 페스티벌’에서는 1,000원을 기부하면 

크리에이터의 애장품을 선물로 받을 기회가 생기는 이벤트를 열어 총 1,548명이 함께 

했습니다. 또한 tvN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 <리틀빅히어로>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티켓 판매 수익금 743만 7,890원을 CJ도너스캠프 <나눔히어로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나눔이 일상이 된 CJ그룹 임직원 봉사 

CJ그룹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은 올해도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김치를 제공하는 김장봉사는 2007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CJ그룹의 대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올해는 임직원 총 2,700여 명이 참여하여 

총 190톤 분량의 김치를 2,200여 개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면 공부방에 명절밥상을 제공하거나 

장애인의 달 봄나들이 봉사, 스승의 날 선물 전달 봉사, 어린이날 봉사 등 CJ그룹 

임직원의 봉사활동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년째 <사랑을 주문하세요>와 
함께하는 배우 김나운 님

CJ도너스캠프와 CJ오쇼핑이 

2003년부터 함께해온 TV모금방송 
<사랑을 주문하세요>는 그동안 소외된 
이웃과 아동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리고, 시청자들의 따스한 손길을 
전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방송에 꾸준히 
참여하는 김나운 배우는 CJ도너스캠프 
아이들에게 ‘이모’로 통합니다. 
모금방송을 통해 만난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내 아이 같다'고 
말하는 김나운 배우. 초등학생으로 
만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과정을 볼 때 
큰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며 “나눔은 
금액을 떠나 행복의 전율과 삶의 

활력을 주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평소 ‘베풀고 살아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그는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나눔 

DNA”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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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히어로’ 이효천 위드맘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대표

‘미혼모의 수호천사’ 위드맘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이효천 대표는 tvN <리틀빅히어로>를 통해 소개된 나눔히어로 

3인 중 한 명입니다. ‘위드맘 신생아 키즈 지원 캠페인’이 CJ도너스캠프의 페이스북에서 진행되었고, 많은 분들의 
참여로 신생아 키트 150개와 아기 물티슈 5,100개가 미혼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효천 대표는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물품인 만큼 미혼모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위드맘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는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위드맘 카페’를 준비중입니다. 이대표는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위드맘 카페 창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 
교육도 진행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약 2,000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미혼모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동등한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는 ‘나눔히어로’ 이효천 대표의 도전을 

CJ도너스캠프가 응원합니다. 

방송과 함께 즐거운 나눔 캠페인 

tvN, OnStyle, OCN, O’live 등 CJ E&M 방송이 나눔의 채널이 됩니다. ‘신개념 기부쇼’ 

OnStyle <기부티크>, 공부방 아이들의 생애 첫 서울여행을 지원한 tvN <80일간의 

세계일주>, 그룹홈을 떠나야만 하는 맏이 소녀들을 위한 자립 지원 모금 캠페인을 함께한 

tvN <굿와이프>, 그리고 tvN의 대표 공익 프로그램 <리틀빅히어로> 등 예능과 다큐, 

드라마를 총 망라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쉽고 즐거운 나눔

CJ도너스캠프는 쉽고 즐거운 나눔을 추구합니다. tvN<삼시세끼 어촌편 3>과 함께 한 

‘착한공약’ 캠페인이 대표적입니다. 돈이나 물품이 아닌 <삼시세끼>와 CJ도너스캠프 

도너스캠프 홈페이지(www.donorscamp.org)에 
오시면 2017년에 진행되는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도 캠페인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지금 바로 수신 동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2017년에도 지속되는 쉽고 즐거운 나눔!

28 29

공부방 아이들에게 전달될 가구를 만드는 CJ그룹 임직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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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유튜브에 재미난 동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물을 섞으면 젤리가 되는 가루를 튜브형 실내 수영장에 넣어 만든 

‘액체괴물 수영장’ 보셨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2,200만 명이나 봤대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분도 135만 명이 넘는답니다.

어른들은 제 영상을 보면 “저게 뭐냐!” “장난치지 마라” 이럴 거예요. 하지만 동심으로 

돌아가 통쾌한 재미를 누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나아가 과학실험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맘껏 상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크리에이터가 됐어요. 2015년 4월, 처음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그저 잘 안 되더라도 2년은 하자고 생각했어요. 

실패해도 나중에 손주에게 말해줄 이야깃거리 하나 생기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매일 했더니 한 달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CJ E&M의 DIA TV와 전속 계약도 맺게 되었죠. 집에서 할 수 없는, 

스케일이 큰 실험이 많아지면서 경기도 안산에 100평 규모의 컨테이너 창고도 

얻었어요. 이름하여 ‘허팝연구소’! 이곳에서 저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어떤 

실험을 해볼까 연구하고 동영상을 찍고 올리는 일을 해요. 제가 CJ도너스캠프에 

1,000만원 기부했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기부를 했어요. 

이번엔 뭔가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 싶어서 CJ도너스캠프를 소개받았고 이왕이면 

팬들도 기부에 동참시키자고 하여 기부한 분에게 허팝달력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모은 기부금은 희귀난치병 아동의 치료와 재활에 쓰인다고 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이걸 ‘쇼’라고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우리 사회에 기부가 확산되지 못하는 게 불신 때문이라고 봐요.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인다는 게 투명하게 보인다면 기부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 

점에서 CJ도너스캠프는 신뢰가 가요. 나중에 기부금 관련 내역을 받으면 유튜브에 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려고요(웃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먼 훗날 제 이름을 건 기부재단을 세우는 거예요. 인생은 

짧잖아요. 나누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웃음). 

기발한 과학실험으로 135만 명
유튜브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DIA TV 인기 크리에이터 
허팝이 지난 연말, CJ도너스캠프와 
함께 특별한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팬들과 CJ도너스캠프가 모은 
800만원에 본인이 선뜻 1,000만원을 
추가 기부한 것. 더 투명하게,  
더 재밌게 기부문화를 바꿔나가고 
싶다는 유쾌한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즐겁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허팝

크리에이터

CJ도너스캠프 기부 및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2017년에도 지속됩니다 

하나, CJ도너스캠프에서 기부하기

STEP 1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donorscamp.org

STEP 2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서 ‘기부하기’ 

또는 ‘공부방지원’ 메뉴에서 ‘교육제안서’를 

클릭해주세요.

STEP 3

다양한 제안서 목록이 보이시나요? 그 중 

기부를 희망하시는 ‘제안서’를 클릭하신 후 

‘기부하기’를 눌러주세요.
*  회원가입 후 기부를 하시면 ‘소득공제 기부금 반영’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시라면,  
 가입하셔서 소득공제 혜택도 누려보세요.

STEP 4

기부가 완료되면, CJ도너스캠프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 두 배의 사랑으로 해당 기관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감사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CJ ONE 포인트로 기부하기

STEP 1

CJ ONE의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PC, 

Mobile, APP을 통해 방문할 수 있어요.

www.cjone.com

STEP 2

포인트/카드 메뉴에서 ‘포인트 기부’를 

클릭해주세요.

STEP 3

‘CJ ONE X 도너스캠프가 함께하는 기부’ 

영역에서 교육제안서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제안서를 선택해주세요.

STEP 4

보유중인 CJ ONE 포인트 내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기부하기를 누르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STEP 5

ONE 포인트 기부가 완료되면 

CJ도너스캠프는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더해 두 배의 사랑으로 해당 기관의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 모금 캠페인 참여하기

STEP 1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메인 

배너를 통해 진행중인 모금 캠페인 소식을 

만날 수 있어요! 
*  배너를 클릭하여 캠페인 내용을 확인하고 기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STEP 2

CJ ONE 서비스에서 ‘포인트 기부’를 

클릭하면, 교육제안서와 함께 모금 캠페인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금 캠페인 

내용을 클릭하여 이동, 해당 캠페인 내용을 

확인하고 기부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  모금 캠페인은 상시 운영은 아니며, 시즌/이슈별로  
 진행됩니다.



장애인의 달 봄나들이 봉사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봄나들이를 지원하고자 CJ그룹 임직원들이 
나섰습니다. 임직원 60여 명은 서울시립 지적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서울발달장애인 사생대회’ 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를 도왔으며, 같은 달 열린 일산 ‘호수공원 꽃 나들이’ 행사에서는 임직원 40여 
명이 일산 홀트학교 장애학생 50여 명과 함께 호수공원의 봄꽃들을 구경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개념 기부쇼’  
On Style <기부티크> 방영

좋아하는 스타를 따라 기부를 하면 추첨을 통해 
스타의 애장품도 선물 받을 수 있는 신개념 ‘기부쇼’ 
<기부티크>가 On Style에서 방영되었습니다(3월 

23일~6월 29일). 디지털 플랫폼(tving·네이버 

V앱·TV캐스트)을 통해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이 
이뤄졌으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개그맨 
김영철의 진행에 스타들의 적극적 참여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tvN <80일간의 세계일주>  
즐거운 나눔 캠페인

tvN 10주년을 기념하여 나영석 PD가 기획한 
<80일간의 세계일주>와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걸음을 모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면 

CJ도너스캠프가 농어촌분교 학생들의 ‘생애 첫 
서울여행’을 지원하는 공약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포항 양학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즐거운 서울 
나들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 맞이 공부방 선생님 응원 캠페인

CJ도너스캠프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써 온 전국 4,037개 공부방 교사에게 홍삼 
건강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제주 지역의 공부방 교사들을 지역 CGV에 초청해 
교육영화 <4등>의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지역 공부방 교사들을 ‘CJ아지트 대학로’에 초청하여 연극 관람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2010년부터 매년 스승의 날 후원행사를 진행하며 돌봄 주체인 공부방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꿈키움 캠프

2월 18~20일, 22일~24일, 25~27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전남 꿈키움캠프가 열렸습니다. 
체험형, 자기주도형, 탐색형 활동을 통해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자리로, 총 

365명의 학생들이 대학생 멘토들의 
가이드에 힘입어 잡월드 탐방, 과학실험, 
레크리에이션, 영화 관람 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미래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꿈키움 창의학교 3기 ‘꿈키움 스테이지’

꿈키움 스테이지는 요리, 음악, 뮤지컬, 패션방송 
분야에서 멘토들과 함께 끈끈한 정을 나누며 약 

6개월간의 체험 활동, 멘토링 수업을 받은 200명의 
청소년들이 그간 갈고 닦은 자신들의 실력을 
선보이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문화로 만난 꿈. 그 꿈을 키워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참여 멘티

200명

참여 임직원

100여 명

총 모금액

35,567,175
원

홍삼 건강 제품 전달

4,037개
CGV 영화 관람

951
 명

연극 관람

80
 명

걷기 나눔 참여자

5,530
명

2월 4월3월1월 5월 6월

참여 대학생 멘토

40명
참여 멘토

89명
전남지역 참여학생

365명

올해도 CJ도너스캠프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을 지원하고  

CJ그룹의 생활문화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이웃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애써왔기 때문이지요. 
이 모두가 일상 속에서 쉽고 즐거운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나눔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1년의 나눔 이야기 
2016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창의학교 4기 홍보기자단 
이혜연, 제수현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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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연말행사 참여자

534명

CJ 임직원과 함께하는 김장봉사

김장봉사는 2007년부터 10년째 이어진 CJ그룹의 대표적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2016년에는 임직원 총 2,700명이 참여하여 총 190톤 분량의 김치를 2,200개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장봉사는 지역주민 및 
다양한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감하는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tvN <굿와이프>  
‘그룹홈 소녀 자립 지원’ 모금 캠페인 
가슴 아픈 가정의 해체를 겪은 아이들은 그룹홈에서 
대안가족을 이루어 살지만, 성인이 되면 그룹홈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 소녀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tvN 드라마 
<굿와이프>와 연계하여 진행한 ‘소녀의 꿈에 
기부하세요’ 캠페인과 카카오 스토리 펀딩의 ‘굿 걸, 
그녀들의 스토리’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전액 그룹홈 소녀들의 자립 지원에 쓰였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지원 H.O.P.E 희망나눔 캠페인

온라인 쇼핑몰 CJ온마트나 올리브영 건강식품 코너에서 ‘H.O.P.E 제품’을 
구입하여 제품 속 나눔코드를 CJ ONE 이벤트에 입력하면 CJ ONE 포인트도 
생기고 난치병 후원금도 기부되는 H.O.P.E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CJ ONE과 연계하여 연간 캠페인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네워터 기부금 전달식

CJ제일제당은 2차 기부금 약 1억 6,000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아프리카 식수 오염 문제를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미네워터 바코드롭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DIA 페스티벌

8월 27~28일 ‘2016 DIA 페스티벌’이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CJ E&M의 DIA TV의 인기 스타들을 
포함한 국내 정상급 크리에이터 129개 팀과 
해외 3개국 7개 팀이 함께 한 화려한 생방송 쇼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1,000원을 기부하면 
쿠폰북을 받아, 다양한 게임을 클리어하고 도장을 
받은 후 스타의 애장품 획득의 기회를 주는 ‘쉽고 
즐거운 나눔’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무려 1,5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tvN 10 페스티벌 
<리틀빅히어로> 응원 캠페인 

CJ E&M의 tvN 10주년 기념 ‘tvN 10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마련된 <리틀빅히어로> 부스에서 ‘응원 
메시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리틀빅히어로>는 
‘작은 영웅들과 함께 만드는 큰 변화’를 테마로 
우리 주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휴먼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tvN은 티켓판매 수익금 
전액을 CJ도너스캠프에 기부했습니다. 

2016년 연말 기부자 초청행사

CJ도너스캠프의 교육철학에 대해 기부자들과 
공감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12월 11일에는 

CGV왕십리에서 영화 <걷기왕>, <캡틴판타스틱>을 
함께 관람하는 ‘기부자 초청 교육영화 상영회’가, 

12월 28일에는 CJ인재원에서 아동심리전문가 
오은영 박사를 모시고 ‘기부자 초청 자녀교육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고민하는 CJ도너스캠프와 CJ도너스캠프 
기부자들이 서로 공감하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티켓판매 수익금 기부금액 

7,437,890
원

땀응마을 기부 티셔츠

300
벌

땀응마을 교복 후원 모금액

9,560,540
원

2차 기부금액

167,704,368
원

김장봉사 참여 봉사자

2,700명
김장 지원 시설

2,200곳

총 모금액 CJ도너스캠프+카카오 스토리 펀딩

14,517,307
원

DIA 페스티벌 기부 참여자

1,548
명

7월 10월8월 11월 12월9월

캠페인 참여자

2,311
명

베트남 땀응마을 교복·티셔츠 기부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창의학교 패션 부문 청소년 20여 명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스페셜 멘토인 임성호 
디자이너가 제작을 도운 300여 벌의 티셔츠가 베트남 극빈지역인 땀응마을 럼선A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CJ 임직원들은 ‘생애 첫 교복 선물 프로젝트’도 진행하여 약 950만원 이상의 모금을 달성, 

300명의 베트남 아이들에게 생애 첫 교복을 선물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 11주년 캠페인

CJ도너스캠프 탄생 11주년을 맞이해  

11개의 공부방에 특별한 선물을 보내는 캠페인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열렸습니다. 
기부자가 1,100원씩 기부하면 CJ도너스캠프가 두 
배의 금액으로 매칭하여 전달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는 총 2,311명이 참여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11개의 
공부방에 선물이 보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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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2 (당)기 제 11 (전)기

금    액 금    액

자산 

Ⅰ. 유동 자산 11,685,578,430 11,023,866,440

(1) 당좌 자산 11,667,050,065 10,585,100,796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119,352,188 6,030,555,515

정기 예·적금 4,506,852,190 4,506,852,190

미수 수익 22,151,487 25,556,938

미수금 6,659,530 5,123,203

선급 제세 12,034,670 17,012,950

(2) 재고 자산 18,528,365 438,765,644

기부 물품 18,528,365 438,765,644

Ⅱ. 비유동 자산 41,529,621,027 52,627,088,952

(1) 투자 자산 41,519,230,500 52,622,506,500

투자 유가증권 41,519,230,500 52,622,506,500

(2) 유형 자산 6,223,417

공기구비품 6,787,000

감가상각누계액-공기구비품 (563,583)

(3) 무형 자산 4,167,110 4,582,452

상표권 1,340,623 275,915

소프트웨어 2,826,487 4,306,537

(4) 기타 비유동 자산

자산총계 53,215,199,457 63,650,955,392

부채 

Ⅰ. 유동 부채 3,729,096 7,601,338

미지급금 1,911,406 5,070,000

예수금 1,817,690 2,531,338

Ⅱ. 비유동 부채 3,460,721,104 4,682,179,583

퇴직 급여 충당금 5,111,047 5,209,166

이연법인세대 3,455,610,057 4,676,970,417

부채 총계 3,464,450,200 4,689,780,921

자본 

Ⅰ. 자본금 14,611,402,500 14,611,402,500

기본금 14,611,402,500 14,611,402,500

Ⅱ. 자본 잉여금

Ⅲ. 자본 조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959,026,825 37,840,942,465

매도가능증권평가익 27,959,026,825 37,840,942,465

Ⅴ. 이익 잉여금 7,180,319,932 6,508,829,50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11,379,105 354,550,244

미처분 이익 잉여금 6,868,940,827 6,154,279,262

(당기순이익)

당기: 671,490,426

전기: 570,270,242

자본 총계 49,750,749,257 58,961,174,471

부채 및 자본 총계 53,215,199,457 63,650,955,392

제 12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11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단위: 원

제 12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11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계단위: 원2016년 결산자료

과    목
제 12 (당)기 제 11 (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출액 15,695,889,271 14,630,935,530
수입기부금 15,695,889,271 14,630,935,530

Ⅱ. 매출원가 15,113,179,875 14,152,167,164
식품 복지 사업비 5,361,221,020 3,991,992,700
교육 복지 사업비 8,400,109,471 8,741,264,019
자원 봉사 사업비 893,665,533 507,495,999
지역사회 복지 사업비 458,183,851 911,414,446

Ⅲ . 매출총이익 582,709,396 478,768,366
Ⅳ . 판매관리비 281,288,646 219,903,248
Ⅴ. 영업이익 301,420,750 258,865,118
Ⅵ. 영업외수익 372,136,629 311,405,124

이자수익 74,746,915 94,873,305
배당금수익 297,282,900 216,505,800
잡이익 106,814 26,019

Ⅶ . 영업외비용 2,066,953
잡손실 2,066,953

Ⅷ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71,490,426 570,270,242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 671,490,426 570,270,242

2016년 세출 결산

34.8%
식품 복지

54.6%
교육 복지15,394,468,521

5.8%
자원봉사

3.0%
지역사회 복지

1.8%
사무비

2016년 세입 결산

97.7% (15,695,889,271원)
수입금액

2.3% (372,136,629원)
영업외수익16,068,0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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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사회공헌 3원칙,  
‘지속성, 비즈니스 연계, 임직원 참여’를 꾸준히 지켜나갑니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5주년 기념식 / 2010.07.21

CJ도너스캠프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출범사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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