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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출범사 | 2005.07.21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현 회장 CJ그룹 경영 워크숍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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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Donorscamp Letter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05년,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하는 CJ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이후 12년 동안 국내 최초의 매칭 기부 플랫폼인 ‘CJ도너스캠프’를 중심으로 전국의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펼

쳐왔습니다.

2017년에도 공부방 지원, 창의학교, 임직원 봉사, 온라인 기부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펼치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든든한 꿈지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 공부

방을 대상으로 ‘우수변화사례 공모전’을 진행해 공부방 제안서를 비롯한 그동안의 지원 사업

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교사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

련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창의학교는 수혜 아동 수를 확대해 아이들의 자존

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문화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문화 소외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학교 전남’을 새롭게 출범해 지방으로도 활동 영역을 확장했습

니다. 창의학교 전남에서는 국악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

을 얻었습니다.

‘인성학교’, ‘꿈키움 아카데미’ 등 새로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 분야와 대상을 더

욱 확대한 것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청소년과 가족, 교사가 참여하는 인성학교에서

는 자아 탐색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꿈키움 아카데미를 통해서

는 교육에서 실습, 취업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나눔의 손길도 끊임없이 이어져 5만 명에 가까운 기부자들이 온라인 모금 캠페인과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CJ오쇼핑 모금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CJ 임직

원도 전국 곳곳의 공부방과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 다채로운 봉사 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확산

에 앞장섰습니다.

CJ도너스캠프가 지금까지 66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꿈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기부자와 봉사자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여

러분의 소중한 정성이 어려운 환경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가겠습니다.

CJ도너스캠프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CJ나눔재단 드림

2005년 국내 최초의 매칭 기부 플랫폼으로 출범해 

CJ그룹의 나눔 철학을 대중과 공유해온 CJ도너스캠프는 

2017년 기부자 34만 명과 전국 공부방 4,700여 곳,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66만 명의 꿈지기로 함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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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의 탄생

그리고 12년의 성장

C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성, 사업연계, 임직원 참여’를 

원칙으로 삼고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05년 CJ나눔재단 설립

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CJ도너스캠프 출범 이후 12년간 아동·청소년의 건

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CJ그룹의 인프라

와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 확산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2011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05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통한 

매칭 기부 시스템 도입

일반인 기부자가 원하는 공부방 제안서에 후

원하면 CJ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후원하는 

매칭 기부 방식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도입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꿈키움 대학생 멘토단’ 론칭

다양한 재능을 지닌 대학생 멘토단을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공부방에 파견해 공부

방 아동의 학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멘토링 진행

아동·청소년 진로 교육 

‘꿈키움 캠프’ 론칭

공부방 아동·청소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진로 교육 캠프를 개최해 진로 개

발을 지원, 아동·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발

굴, 육성

CJ나눔재단 설립,

CJ도너스캠프 출범

사회공헌 활동에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CJ나눔재단 설립, 아동·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나눔 사업인 CJ도

너스캠프 출범

CJ나눔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사업 개최

아동·청소년의 꿈지기로 동등한 기회, 건강

한 성장, 즐거운 나눔의 핵심 가치를 지속적

으로 실천해온 CJ도너스캠프의 10주년 성장 

스토리 발표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 개최

공부방 선생님 교육 지원

‘희망캠퍼스 선생님 배움터’ 론칭

공부방 선생님에게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지

원해 공부방 아동에 대한 교육 경험을 공유

하고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특화 교육 지원

창의력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꿈키움 창의학교’ 론칭

CJ그룹 인프라를 활용해 창의 인재를 육성

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멘토링을 통해 

요리, 음악, 공연, 방송 쇼핑 분야의 차별화

된 교육을 지원

CJ그룹 임직원 봉사단 

‘CJ도너스클럽’ 론칭

CJ 임직원이 전국 공부방을 정기적으로 방문

해 공부방 아이들의 문화 체험과 인성 교육

을 지원하는 봉사 활동 전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선행 

‘리틀빅 히어로’ 연계 캠페인 시행

CJ그룹의 방송 인프라 ‘리틀빅 히어로’를 연

계해 나눔 히어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봉사

활동과 모금 활동 진행

‘2008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 

대통령상 표창

CJ나눔재단의 푸드뱅크 기부, 전국 공부방

지원, CJ도너스캠프 플랫폼 운영을 통한 열

린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 표창

CJ도너스캠프를 통한 공부방 교육 나눔과 

CJ인프라를 활용한 쉽고 즐거운 나눔 확산으

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상 수상

국내 최초의 

SNS 소셜 기부 시스템 론칭

온라인 모금 플랫폼 CJ도너스캠프에서 댓글

을 달면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쉽고 즐거

운 나눔 문화 도입

‘꿈키움 아카데미’ ‘인성학교’ 등

신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론칭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CJ 취업 연계 사회공

헌 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아 탐색을 통한 인

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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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동등한 기회 전국의 공부방에서 작성한 공부방 제안서 후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CJ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 문화체험, 

몸튼튼, 마음튼튼

CGV 객석나눔, 

뚜레쥬르 착한빵, 김장나눔 등

CJ제일제당

식품기부

공부방 제안서 지원 프로그램 푸드뱅크

창의학교

독서, 음악, 영화, 디자인 청소년, 가족, 교사 요리, 서비스

인성학교 꿈키움 아카데미

건강한 성장 스스로 꿈을 만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창의·인성 교육과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눔

CJ 인프라 연계 

나눔 캠페인

CJ 인프라 속에서 

만나는 나눔 실천

CJ ONE 포인트로

두 배가 되는 즐거운 나눔

CJ 임직원 

공부방 봉사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CJ 임직원

기부·봉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모금 시스템과 CJ 제품·콘텐츠와 연계된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CJ도너스캠프는 2005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꿈

지기’가 되는 즐거운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12년간 전국 공부방 

4,700여 곳에서 기부 회원 36만 명이 아동·청소년 66만 명과 함

께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2017년, 

즐거운 나눔의 기록입니다

한 해 동안 CJ도너스캠프는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힘

입어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다니며 즐거운 나눔을 실천했

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CJ도너스캠프가 진행한 나눔의 기록

을 소개합니다.

지원 성과

2017년 주요 지원 실적

공부방 제안서 재단 기획 사업 공부방 지원

**객석나눔 : CGV 영화 관람, CJ E&M 공연 관람

*공부방 제안서, 재단 기획사업, 푸드뱅크 등

*재단 기획 사업 : 창의학교, 인성학교, 꿈키움 아카데미

2005~2017년 누적 지원 내역

공부방 제안서

1,271건

재단 기획 사업*

5개 분야

객석나눔**

21,999명

지원 기관

952개

지원 기관

158개

김장나눔

221톤

참여 아동

31,830명

참여 아동

1,118명

봉사자

19,713명

공부방 지원 아동 공부방 제안서 후원금

66만 명 1만3천 건 1,302억원

*공부방 제안서, 지원 프로그램 참가아동

2017년 기부 현황

40.1% 법인 기부금 
(5,789,579,622원)

14.3% 개인 기부금

(2,059,520,024원)

45.6% 현물 기부금
(6,572,626,702원)

기부 건수 기부자 수
기부금 세부 내역

49,250명

14,421,726,348원

328,664건



동등한 기회

소중한 꿈, 

아름답게 피어나다

저마다 크기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지만  

아이들의 꿈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꿈꿀 자유가 있기에, 

경제의 차이는 있어도 교육의 차별은 없어야 하고

도착할 지점은 달라도 출발하는 자리는 같아야 합니다. 

공부방에서 열심히 학습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활기차게 뛰어놀면서 몸과 마음을 키우는 동안 

아이들의 소중한 꿈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평등한 배움의 기회 속에서 

마음껏 꿈꾸며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CJ나눔재단이 모든 기부자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공부방 제안서 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꾸는 교육을 지원

합니다. 지난 12년간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쉼터, 아동양육시설 등의 공부방 아이들이 원

하는 교육을 위해 선생님이 만든 공부방 제안서 1만3천 건에 기부자와 CJ도너스캠프의 매

칭 펀드가 더해져 66만 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갑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CJ도너스캠프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CJ도너스캠프의 공부방 제안서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입니다. 공부방에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 희망하는 교육 

내용을 교육 제안서로 등록하면, 기부자는 후원하고 싶은 제안서의 공부방을 선택해 후원

금을 기부합니다. CJ도너스캠프는 해당 기부액에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해서 공부방 아

이들에게 두 배로 큰 교육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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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의 공부방 제안서 사업은 문화체험, 학업지원, 몸튼튼, 마음튼튼으로 구성

됩니다. 2017년에는 총 1,271건의 공부방 제안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공부방 제안서 지원 사업

공부방 제안서 지원 프로세스

2017 공부방 제안서

1,271건공부방 제안서 지원 현황

31,830명

22억원

11억원

120건

293건

51건

201건

340건

263건

3건

11억원

공부방 제안서 지원 아동 

공부방 제안서 지원 금액 

기부자 후원금 CJ도너스캠프 매칭 기부

2017 공부방 제안서 대표 사례

01

공부방 제안서 작성

02

기부자 모금 진행

03

1:1 매칭 기부

04

교육 프로그램 진행

05

감사 편지 전달

학업지원 310건

교과목과 관련된 

학업 향상을 위한 교육

학업지원 |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었어요.”

문화체험 | “예술과 역사를 눈으로 직접 느껴요.”

마음튼튼 |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요.”

광주 북구 양산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무엇보다 중요하

게 여깁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

이면서 학교 수업에 더 집중하고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아졌기 때문입

니다. CJ도너스캠프의 공부방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교재를 제공받은 

아이들은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응원이 아

이들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샘물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미래의 사회 일원

으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

인 아이들을 위해 한국만화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예술성과 역사성이 

뛰어난 전 세계 25개국의 유명 건축물을 살펴보며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를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아이들의 절반이 조부모, 한부모 가정인 기관입니다. 아픔이 있

는 아이들이기에 공부도, 활동도 진행하기가 여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튼튼 제안서를 통해 아이들의 아픔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

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음튼튼 프로그램이 

계속될수록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표

현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몸튼튼 | “수영 왕초보 탈출 했어요.”

부산 북구 덕천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여름을 맞아 수영 실습 교육을 했

습니다.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수영 교육을 진행하

면서 신나는 추억을 만드는 동시에 아이들의 체력을 증진시켰고, 안전

한 물놀이 기초 지식도 가르쳤습니다. 발차기도 제대로 못하고 물에 빠

질까 무서워하던 저학년들도 금세 발차기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수영 왕초보에서 탈출했습니다.

문화체험 660건

현장학습과 캠프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몸튼튼 32건

체육 활동을 통해 체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교육

마음튼튼 269건

인성 발달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교육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공부방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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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님  태인지역아동센터장

아이들의 평생 쉼터가 

되면 좋겠어요

김지선님  공부방을 통해 성장한 A항공사 승무원

2017 우수변화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CJ도너스캠프는 우수변화사례 공모전을 통해 지난 12년간 공부방 제안서 1만3천 건으로 

성장한 아이들 66만 명의 건강한 성장 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

부방 선생님의 헌신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CJ도너스캠프의 지원과 36만 기부자의 응원이 

더해져 함께 만들어낸 우수변화사례가 더 많은 공부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CJ도너스캠

프는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우수변화사례 

공모전

2007년 08월

2008년 03월

2009년 08월 

2010년 12월

2011년 02월

2015년 09월

우당탕탕 태인꾸러기들의 산들 체험

새내기 태인꾸러기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주세요

꿈을 안고 떠나는 태인꾸러기들의 여름캠프 아자!

태인꾸러기들의 겨울나기 김장 프로젝트

해돋이와 함께 시작한 태인꾸러기들의 설날 프로젝트

광양만 태인꾸러기들의 으라차차 갯벌 정복기

사랑의 CJ 김장나눔 지원

CJ 희망 워크숍 참가

중학생 진로캠프 꿈키우미 선정

CJ대한통운과 함께하는 나만의 우표 만들기 지원 

전남 나눔 캠페인 급식·난방비 지원

CJ 임직원과 함께 추석 음식 지원

2007년 12월

2008년 12월

2010년 08월

2012년 04월 

2014년 01월

2017년 09월

지금 공부방을 다니는 아이들도 

이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기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교육 제안서 대표 사례 지원 프로그램 대표 사례

전남 광양의 태인동은 원래 태인도라는 섬이었어요. 버스가 1시간에 고작 1대 들어오던 곳이었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다보니 이 곳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처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없

었어요. 그러던 중 2007년에 CJ도너스캠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평소에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없어요’ ‘몰라요’라

고 답했는데,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교육과 체험을 하다보니 아이들에게 어느새 장래 희망이 생기더라구요.

그렇게 CJ도너스캠프와 10년여를 함께 하다보니 그 아이들이 훌쩍 성장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

다. 너무 뿌듯해요.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해서 사무장으로 승진도 하고,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아이는 중국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헤어 디자이너가 된 아이는 매달 쉬는 날이면 센터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러 와요.

자기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꿈을 키우는 곳이자 언제든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쉼터같은 공부방에서 든든

한 파트너와 함께 하는 10년 후를 생각해봅니다. 또 어떤 아이의 꿈이 우리를 미소짓게 할까요?

지난 12년간 공부방 제안서 1만3천 건으로 꿈을 키운 아이들이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어떻

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2017년 11월 3일 ‘우수변화사례 공모전’ 사례 발표를 

개최했습니다. 공모전과 함께 전국 공부방 교사 276명이 모인 ‘2017 교사 인성학교’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던 아이들, 꿈이 없던 아이들이 CJ도너스캠

프를 만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변화한 사례를 갖고 서로의 교육 경험을 나누는 등 교사들만

의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부방에서 우수변화사례의 새로운 결실을 꾸

준히 이어가기를 바라며, 대표 사례로 태인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나라지역아동센터, 임학지

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되찾고 건강하게 성장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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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건 운영비 부족이었

어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창의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도 레슨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2010년에 

CJ도너스캠프를 알게 되었어요. CJ도너스캠프는 가이드에 맞

게 교육 제안서를 제출하면 기부자 후원금만큼 CJ가 100% 매

칭해주잖아요. 그 덕분에 서예교실, 한자자격증 등을 공부했

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건 ‘민화’ 교육입니다. CJ도너스캠프

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은 민화를 배우고, 전시까지 열 수 있었

어요. 전시회에서 “이렇게 예쁜 그림을 초등학생이 그렸다고

요?”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나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현재 임학지역아동센터에는 만화가, 화가, 

서예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미술과 관련된 꿈을 가진 학생들

이 많습니다. 서예를 배운 6학년 친구는 ‘2017년 인천 학생 서

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노력하면 

된다’는 성취감을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2015년 3월, 어린이집을 졸업한 뒤 갈 곳을 잃은 남매를 위해 교회에서 무료 공부방 운영을 시작으로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꿈을 지닌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년 동안 운영비가 부족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악기 자체가 고가라서 내심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CJ도너스캠프에 도움을 요청했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CJ도너스캠프의 도움으로 ‘가야금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야금 예술단’의 한 중학생 친구

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에 수석 입학했는데, 가야금 병창 명인을 꿈꾸는 이 친구가 학

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CJ도너스캠프에서 CJ오쇼핑 모금 방송 캠페인을 열어주었어요. 또 다른 초등학생 

친구는 건국대 음악 영재교육원에 입학했는데, 두 친구 모두 국비 지원을 받는 계기가 마련됐어요. 가야금

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꿈을 품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아이들의 꿈

을 찾아주는 스승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명숙님  임학지역아동센터장

꿈을 키우고 자신감을 성장시키는

공부방을 만들고 싶어요

민화를 그리고 전시회를 열고 칭찬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

었어요.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향상된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 제안서 대표 사례

2012년 06월

2014년 05월

2015년 06월

2016년 11월

2017년 08월

시골로 떠나는 도시 에코 탐험대

자연을 닮아가는 아이들의 행복 여행

[3박 4일 캠프] 우리의 첫 비행, 제주야 부탁해!

가야금 병창! 전통을 잇는 친구를 응원해!

가야금 예술단! 우리의 꿈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원 프로그램 대표 사례

2010년 12월

2011년 06월 

2012년 01월

2012년 11월

2017년 12월

제3회 CJ그림책축제 수상작 전시 특별전 참가

꿈키움 미래진로탐색 프로그램 초등 1기 선정

CJ도너스캠프 아이들의 문화 예술 동아리 3기 선정

CJ오쇼핑의 선물, 공부방 선생님, 중고생 대상 방한복 지원

CJ오쇼핑 모금 방송 ‘사랑을 주문하세요’ 지원 선정

CJ도너스캠프의 도움으로 가야금을 배운 

아이들이 ‘가야금 예술단’이 되어 병원,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통한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2017 우수변화사례 

공모전 우수상

최미영님  어린이나라지역아동센터장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스승으로 살고 싶어요

2017 우수변화사례 

공모전 모범사례상

교육 제안서 대표 사례

나는야! 한자왕!

민화 그리기 재미있어요

자랑스러운 세계자연유산을 찾아서

인천 나눔 캠페인 - 우리 조상의 슬기와 정신을 배워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알콩달콩 제주 여행

우리 임학 아이들이 꿈을 그릴 거예요

2011년 09월

2012년 03월

2013년 10월

2015년 10월 

2016년 11월

2017년 02월

지원 프로그램 대표 사례

CGV 객석나눔 지원

스승의날 감사 홍삼진 선물 세트 전달

CJ도너스캠프 10주년 성장 스토리 발표회 참가

CJ 김장나눔 지원

2011년 09월

2014년 05월 

2015년 06월 

2017년 1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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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개요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조사 인원

조사 기간

사회공헌 활동 인식 조사

전국 지역아동센터 

총 400명(수도권 50%, 광역시 25%, 중소 도시 25%)

2017년 11월 22일~12월 15일

전국 공부방에서 바라본 CJ도너스캠프 

전국 공부방 대상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CJ도너스캠프 

인지도가 9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동 · 청소년 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 인지도

지원을 잘해준다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이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먹거리를 제공한다

공부방 제안서

공부방 지원

캠프 지원

기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문화 콘텐츠 체험을 제공한다

아이들이 좋아한다

매칭 기부금을 지원해준다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도너스캠프

김장나누기

문화체험/문화프로그램 지원 

객석나눔

7.4%

6.8%

6.8%

6.8%

4.2%

3.9%

3.9%

2.7%

23.6%

18.4%

14.8%

8.0%

7.4%

66.2%

8.6%

5.5%

5.0%

CJ 사회공헌 활동 선호 이유

CJ 사회공헌 활동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CJ S사 K사 S사 L사 H사 L사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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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5.8%

19.3%

24.5%

42.8%

66.8%

79.3%

97.3%

감사 편지

공부방 지원 주요 프로그램

함께하는지역아동센터

경기숲속지역아동센터 마리아지역아동센터

검단지역아동센터 꿈의학교지역아동센터

객석나눔 누적 10만 명 돌파

CGV 영화 관람

CGV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문화 경험이 적은 어

린이를 극장으로 초대하는 객석나눔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CJ임직원이 참여하는 김장나눔 봉사로 CJ제일제

당 김장 김치를 공부방과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했

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전국의 공부

방 교사에게 감사 선물 세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부방 및 사회복지 시설에

CJ제일제당 김장 김치 전달

스승의 날 감사 선물

4,300여 곳 공부방 교사에게 전달



건강한 성장

꿈꾸는 힘, 

건강하게 자라나다

꿈을 향해 가는 길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시련을 만나거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시련이나 좌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체험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가꾸고

또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갑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자신의 소중한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CJ나눔재단이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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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학교는 아이들의 창의적 상상력에 친구들과의 소통과 협동을 더한 문화 교육 프로

그램으로 자존감과 창의력 증진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독서, 디자인, 영화, 음악 각 분야

의 전문 대학생 멘토가 주 1회 전국의 공부방을 찾아가 교육합니다. 12주간의 교육 과정

이 끝나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창작물을 창의학교 스테이지에서 선보이며, 스스로가 주

인공이 되는 무대를 통해 꿈이 성장하는 기회를 찾습니다.

지원 기관 창의학교 참여 아동 수 (단위: 명)지원 아동 대학생 교육 멘토 협력 사회적 기업

48개 750명 84명 4개

교육 내용 교육 내용교육 내용 교육 내용

협력 사회적 기업 협력 사회적 기업협력 사회적 기업 협력 사회적 기업

참여 아동 참여 아동참여 아동 참여 아동

음악과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확

인하고 창의력, 소통 능력,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습득하는 수업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곡을 창작하고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각자 마을을 만들고 

친구의 마을과 연결해 도시로 확대하고, 새 나라로 

발전시켜가는 예술 융합 수업입니다. 협업을 통해 

완성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창작 수업입

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 과정을 통해 공동

의 이야기를 하고, 창작한 이야기를 영화로 선보이

게 됩니다.

책을 읽으며 다양하게 생각하고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읽고 생각한 것을 말과 글로 

옮기는 독후 활동을 통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자존

감을 높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팔로 예술과 시민사회모씨네 전국독서새물결모임

100명 150명100명 250명

150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53

200

154

750

무대 위 주인공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아이들이 만든 ‘새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가 영화가 되는 곳, 

영화를 만들고 상상을 연출해요.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익히고 말해요.

창의학교

영화 독서음악 디자인 

*2017년 기준 *2017년 기준



창의학교 전남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CJ도너스캠프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창의학교가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로 확대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꿈과 인성의 조화로운 성장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창

의학교 전남은 전라남도, 전남복지재단과 함께 전라남도 전역의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기반의 예술인들이 대멘토로 참여해 아이들과 밀착 교육을 진행했고, 지

역 여건상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1박 2일 여정의 CJ 문화체험 투어도 마련해 큰 호

응을 얻었습니다. CJ문화재단 음악, 연극 공연을 관람하고 무대 뒤에서 아티스트들과 만난 아이들은 

끊이지 않는 질문을 쏟아내며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창작물이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

는 과정을 한참 살펴보며 다부진 꿈을 말하던 꿈나무 150명은 12주간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며 꿈을 키

웠습니다. 2017년 12월 17일 여수 예울마루에서 펼쳐진 창의학교 스테이지에는 아이들이 만든 노래와 

춤사위, 흥겨운 가락과 유쾌한 연극 한 장면마다 꿈을 향한 스스로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눈부신 찬사

와 박수갈채로 가득한 꿈의 무대였습니다.

창의학교 전남의 

국악 교육은 음악 교육이 

아닌 정서 교육입니다.

“ 창의학교 전남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을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국악이

라는 장르의 특성상 협업이 중요하다 보니 이전에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던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배려심을 갖추게 돼요. 우리의 정서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인데, 결국 

국악 교육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표윤미님  

전남국립국악단원, 국악 대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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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했어요.”

“독서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창의학교 독서 스테이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만든 작품들이 전시

되었습니다. 내가 읽은 책을 추천하는 글, 책 속 인물에게 쓰는 편지, 책

의 결말을 상상하는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팀별 토

론 시간에는 찬성과 반대로 나뉜 아이들이 서로의 논리를 뽐내며 토론을 

즐겼습니다. 초등학생의 어휘와 문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창의학교 디자인 스테이지에서는 아이들의 손때 묻은 작품들이 전시됐

습니다. 창의학교 디자인 수업 중에 ‘살고 싶은 도시와 나라 만들기’를 주

제로 만든 도시 모형과 국가 모형이 전시되었습니다. 창의학교 스테이지

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도시와 나라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코너

도 진행되었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얘기하는 

아이들 뒤로 꿈이 자라나는 것이 엿보였습니다.

창의학교 영화 스테이지에서는 공부방 10곳의 아이들이 영화 수업을 통

해 만든 단편 영화 10편을 상영했습니다. 실제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직접 만든 영화가 상영되자 아이들은 저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

니다. 영화에는 아이들 특유의 순수함이 묻어났으며, 누구나 살면서 잊

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본 쓰기부터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낸 아이들에게 영화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창의학교가 지역 문화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창의학교 전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라남도를 상징하는 국악 장르를 

신설해 음악, 공연 분야의 수준 높은 창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창의학교 스테이지는 문화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자존감이 성장한 자신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독서, 디자인, 영화, 음악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대형 

극장, 전시장에서 무대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아이들의 자존감이 더욱 향상되었습니

다. 박수와 웃음이 끊이지 않던 창의학교 스테이지를 소개합니다.

창의학교 스테이지

독서디자인 

영화

창의학교 전남

“기쁨과 위로를 주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창의학교 스테이지의 피날레는 음악 콘서트였습니다. 음악 교육이 진행

된 4개월 동안 멘토와 아이들이 직접 구성한 중창, 댄스 퍼포먼스부터 뮤

지컬 등이 공개된 자리였습니다. 밝은 무대 조명 아래 아이들의 표정은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관객들은 “아이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음악이라

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연 수준이 높았어요”라며 소감을 전했고, 아

이들은 공연을 마친 후 멘토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악



‘창의학교 음악’ 교육을 신청한 후 아이들과 함께 선정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창의학교 음악’에 선정되면 공부방으로 음

악 멘토를 두 분이나 보내주시는데, 체계적인 뮤지컬 교육까지 해주는 

것에 큰 기대를 가졌어요. 12주간의 ‘창의학교 음악’ 수업이 끝나고 열

린 창의학교 스테이지 발표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대에서 내려

온 아이들의 표정에는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창의학

교 음악’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자부심은 더해졌

죠. 아이들이 큰 무대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공연하는 모습을 보

면서 부모님들은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으

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 초기에는 낯가리던 아이들이 

창의학교 스테이지에서 즐겁게 

춤추고 신나게 노래하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노래와 춤을 

배우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해요.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정말 신났어요. 창의학교 음악 수업

을 받는 내내 즐거웠고요. 예전에

는 성격이 소심한 편이었는데, 

수업을 받으면서부터 친구들과 

얘기하고 호흡 맞출 일이 잦아지

면서 제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좋은 무대를 만드는 것보다 아이

들이 즐기는 무대가 되기를 바랐

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수해

도 괜찮아, 즐겨’라고 계속 얘기했

죠. 첫 수업 때 아이들과 마지막 

무대를 마친 아이들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기쁘게 생각해요.

창의학교 음악 수업 덕분에

아이들이 성취감을 맛보았어요

윤종철님  보라매지역아동센터 교사

최한슬님  창의학교 음악 멘토 최슬아님  창의학교 음악 참가 학생신예린님  창의학교 음악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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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교육, 

나다움으로 열어가는 미래를 꿈꾸다

정예빈님  인성학교 베트남 참가 학생

“베트남 SOS 어린이마을에서 현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 꿈인 ‘해외 의료 봉사’에 

대한 바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언어와 문화

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의사,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싶어요.”

30 31

지원 기관 참여 아동 대학생 교육 멘토

110개 402명 76명

CJ도너스캠프는 2017년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과 인성 증진을 위해 영국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성학교를 만들었

습니다. 인성학교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에 대한 다양한 질문

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인성교육 캠프입니다. 타인과 관계 속에

서 자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청소년의 

인성은 물론 이들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가족과 공부방 교사

의 인성학교로 더욱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6번의 교육 캠프를 개

최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DMZ에서 개최한 청소년 인성학교에는 

프랑스 출신 캘리그래피티 작가 엘 시드가 방문해 DMZ를 주제로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성학교 남한산성’에서는 영화 

<남한산성> 속 인물들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토론

하며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자아를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가을인 9월은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인성학교’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를 이해하는 법에 대한 대화카드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

웠습니다. 연말에 열린 ‘인성학교 베트남’은 우리 아이들이 무

대를 세계로 넓힌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취약 

계층 커뮤니티인 SOS 빌리지와 CJ그룹의 베트남 사업장, 세

계 속의 한류를 체험한 MAMA 콘서트 등을 통해 스스로가 발

견하지 못한 강점과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

다. 꿈꿀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발견하고, 그 여정을 함께하

는 꿈지기가 있어 도전이 두렵지 않다는 고백과 함께 꿈나무 

402명의 미래가 영글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인성학교는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 부모 등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모두가 자아와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인생학교입니다. 인성학교를 통해 청소년은 ‘나는 누구일까?’ ‘가족, 내가 왜 이들을 사랑할

까?’ ‘우리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우정이 중요할까’ 등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더욱 키워갑니다.

인성학교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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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교육을 

그저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

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봤어요. 

이제는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활동을 같이 고민하고 교육 제안서

도 다시 쓰려고 해요.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CJ도너스캠프 창의

학교도 소개해주고 싶네요.”

2017년 11월에 열린 ‘교사인성학교’에는 전국 공부방 선생님 276명이 모였습

니다. 공부방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감정 코칭 대화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등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됐습니다. 

새내기 선생님부터 베테랑 선생님까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교육 노하우를 

나누고 고민도 털어놓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수변화사례 공모

전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태인·임학·어린이나라지역아동센터의 이야

기도 소개됐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

는 지역아동센터 세 곳의 고충과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새

로운 열정을 다짐했습니다.

지원 기관 참여 교사

276개 276명

자기 수용

자기 주장

자기 인지

자기 평가

자기 주도

자기 확신

사후사전

CJ도너스캠프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선생님들이 더 큰 열정으로 아이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교사인성학교’를 마련했습니다. 교사와 부모 같은 멘토의 자존감이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반으로 열린 행사입니다.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

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J도너스캠프의 창의·인성학교가 아이들의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존

감 진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진단 요소는 자존감에 관한 심리사회학적·교육학적 이론을 토대로 

‘자기 효능감(수용-주장), 자기 존중감(인지-평가), 몰입과 희망(주도-확신)’ 3가지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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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몰입과 희망

교사인성학교 자존감 변화 연구

1 [자기 효능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는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 학습, 선택, 결정

능력, 가치, 감정에 대한 믿음의 토대가 됩니

다. [자기 존중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

으로 살아갈 권리·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

으며, 우정·사랑·행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

니다. [몰입과 희망] 개인의 내적 동기가 집

중된 상태를 말하며 행복·자긍심 등 긍정적 

정서 체험을 도우므로 삶의 질 제고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2 창의·인성학교 참가 전후 아동의 자

존감은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몰

입과 희망’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데, 

창의·인성학교의 자기 주도적 교육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창의학교

는 주입식 교육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성학교는 

자아 탐색과 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자기 확신’ 발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3 사전 진단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

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낮게 나타납니

다. 이는 참여 아동 대다수가 성장 과정에 있

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인식 기회가 부

족했음을 의미합니다. 2018년 CJ도너스캠프 

창의·인성학교는 자존감의 약한 부분을 보완

하고 강점으로 나타난 ‘몰입과 희망’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중요

한 영향을 주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존감을 구성하는 3요소의 변화 자존감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 6가지의 변화

4.0 3.5

3.6
3.4

3.2

3.8
3.3

3.2
3.1

3.4

3.7

4.0

조사 개요 조사 내용

조사 인원

조사 기간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인성학교 참여 아동과 미참여 아동 간의 자존감 변화를 측정하는 ‘Engaged Today – Ready for Tomorrow’ 

(갤럽의 자존감 측정 모델을 기반으로 CJ도너스캠프 교육 목적에 맞는 모델로 설계)

총 900명

2017년 8~12월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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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함께 얘기할 추억이 생겼어요

서정열님 가족인성학교 제주 참가 

2017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CJ도너스캠프 가족인성학교를 통해 처음으

로 아이들과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캠프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가족인성학교’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큰 변화를 줄 거라고는 미

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함께 살면서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

랐답니다. 하지만 ‘가족과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통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

누면서 제게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알게 되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추스르고는 합니다. 아이들과 사려니숲길을 걷고, 곽지해수욕장

에서 함께한 일 등 제주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칭찬이 우리를 꿈꾸게 해요

유미소님  인성학교 DMZ 참가 학생

경희지역아동센터에 3년째 다니는데, 2017년 11월에는 ‘인성학교 DMZ’ 캠

프에 다녀왔어요. 평소 궁금했지만 누구와 상담할지 막막하던 대학 진학과 

진로 문제, 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생 멘토 선생님과 나눌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원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 부모님

이 ‘예쁘다’는 칭찬을 자주 해주셔서 자신감이 많은 편인데요. 혹시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CJ도너스캠프 ‘인성학교’를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또래 아이들은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거나 ‘넌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꿈을 꿀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공부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과 인터넷으로 후원해주는 분들 덕분에 저 혼자 힘으

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분들에게 ‘꿈을 절대 포기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아이들은 아빠가 ‘이 녀석, 

저 녀석’ 하면서 얘기하는 게 

싫었대요. 제주 여행 이후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평소 대학 진학, 진로 문제, 꿈에 

대한 많은 것을 누구와 상담 

할지 막막했는데, ‘인성학교’에서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받아서 정말 기뻤어요.

“

“

”

”



CJ도너스캠프는 꿈을 찾는 아이들과 

꿈을 응원하는 이들을 연결해줘요

배수연님  인성학교 대학생 멘토단

CJ도너스캠프 인성학교는 

아이들의 큰 꿈을 일깨워줍니다

이세현님  인성학교 대학생 기자단

‘인성학교 베트남’의 대학생 멘토로 참여해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대멘토님들의 말씀은 아이들뿐 아니라 제 가

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봉사는 사

람과 사람의 인생을 연결하는 일인데, CJ도너스캠프는 

꿈을 찾는 아이들과 꿈을 응원하는 이들을 연결하는 플

랫폼으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판을 만드는 것

이야말로 CJ도너스캠프 활동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

까요. ‘인성학교 베트남’에 참가했던 멘티 한나 양은 캠

프가 끝난 후에도 ‘가야금 영재인 한나의 꿈’을 응원하는 

모금 캠페인을 통해 꿈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어요. 일시

적인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이들

의 꿈을 이루는 ‘나눔’ 활동이야말로 CJ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에 ‘인성학교 DMZ’에 대학생 멘토로 참여하

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는 아이에게 “선생님도 그랬어”라고 다가서면 아

이들은 “사실, 저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라며 자신의 꿈

을 얘기해줍니다. 캠프가 끝난 후에 아이들뿐 아니라 저

도 크게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참여한 자리였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받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CJ도너스캠프가 글로벌 기자

단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이 ‘인성학교 베트남’을 통해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접하고 보다 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서 기뻐요. CJ도너스캠프의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 

덕분에 제가 아이들을 위한 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한 것 이상으로 

저도 달라졌음을 깨달았어요.

“

“

”

”

CJ도너스캠프에서 활동하며 

아이들이 꿈꾸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열어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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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키움 아카데미는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수료를 마친 졸업생에게 CJ 취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

다. 2017년 처음 시작된 꿈키움 아카데미는 CJ푸드빌과 연계해 외식, 베이커리, 커피 분야 최

고 전문가들의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5개월간의 교육과 3주간의 현장 실

습을 마친 1기 수료생은 CJ푸드빌(빕스, 계절밥상, 뚜레쥬르)과 투썸플레이스 직영점의 인턴 

매니저로 채용 연계해 꿈을 향한 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취업 현

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첫발을 내디딘 꿈키움 아

카데미는 요리 부문을 시작으로 CJ올리브영과 연계한 서비스 부문, 

CJ프레시웨이와 연계한 단체 급식 부문으로 더욱 확대됩니다. CJ그

룹은 청년 인재들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하는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

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

교육생 수료생 취업 연계

36명 30명 28명

꿈을 현실로 만들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청년 인재들

커피 과정 베이커리 과정 외식 과정 꿈키움 아카데미 요리 부문 1기 수료식

“여러분은 꿈과 미래예요.” “요리하는 동안의 행복을 믿으세요.”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

김찬호 본부장

뉴욕 한식당

단지, 한잔 

김훈이 오너 셰프

여러분이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또다시 달라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10년 후 혹은 20년 후 정상에 

선 여러분을 꼭 만나세요. 그리고 꿈키움 아카

데미 1기는 후배들에게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꿈’이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행복을 느

끼는 사람이라면 외식업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고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요리할 때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계속 믿으세요.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

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꿈키움 아카데미

*2017년 기준



CJ꿈키움 아카데미에서 5개월 동안 배운 베이커리 과정과 서비스 과정, 그리고 10월 한 달간 했던 현장 실습 덕분에 

CJ푸드빌 SIT(Specialist in Training)에서 최우수 교육생으로 뽑혔어요. 한 매장이 운영되는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CJ꿈키움 아카데미에서 동기 교육생끼리 고객 롤 플레잉을 하면서 현장 

대응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고객을 맞이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퇴근 후 CJ꿈키움 아카데미에서 배운 서비스 과정 매뉴얼 북을 꺼내 하나하나 다시 보고 있어요. 지금 제 롤모델은 

저희 점장님이세요. 서비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저희 점장님은 고객이 

빵을 받았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포장까지 정말 잘하시거든요. 일일 업무 보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엑셀도 가르쳐주시고, 또한 제게 필요한 외국어 공부를 추천해주신 덕분에 CJ-E캠퍼스에서 영어도 배우고 있습니

다. 제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어느 날 친구가 ‘CJ꿈키움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한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여주어 친구와 함께 지원했는데 저

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 CJ꿈키움 아카데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은 CJ에 입사해 인턴 매니저까지 되

었습니다. ‘취업’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든 사실도 기쁘

지만, 꿈이 더 많아진 지금의 제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꿈키움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생

각하는 습관도 생겼어요. 꿈이 실현되는 경험을 통해 ‘

세상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배움을 얻었거든

요. 꿈은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게 꿈키움 아카데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CJ푸드빌 SIT(Specialist in Training) 교육에서 1등 

한 기분이 어떠냐고요? 갓 스무 살의 나이로 대기

업에 입사하니 안도감이 드는 한편, 앞으로 넘어

야 할 수많은 과정에 대한 고민도 깊어요. 이게 다 

‘CJ꿈키움 아카데미’ 덕분입니다. CJ에 입사하고 

보니, CJ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른 기업에 비해 매

우 잘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직업 교육

뿐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하는 ‘꿈키움 아카데미’

부터 현금이 아닌 CJ ONE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

는 시스템까지 누구나 나눔을 쉽게 실천할 수 있

도록 돕는 것 같아요. 

CJ도너스캠프를 만나서 

꿈을 찾고 꿈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CJ꿈키움 아카데미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김푸른솔님  뚜레쥬르 일산 장항점 인턴 매니저 홍승완님  빕스 반포점 인턴 매니저

최강산님  투썸플레이스 종로구청점 인턴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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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꿈키움 아카데미 후배들의 꿈이자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CJ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점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기분이잖아요.

점장님은 고객이 받았을 때 맛도 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포장까지 진짜 잘하세요.

“

”



나눔의 뜻, 

세상으로 이어지다

즐거운 나눔

귀찮아하던 포인트를 열심히 모으고,

아무리 바빠도 공익 프로그램은 꼭 챙겨봅니다. 

아이들이 먹을 김치도 직접 담그고,

어려운 환경의 아동과 함께 소통의 시간도 가져봅니다. 

어느새 기부는 즐거운 습관이 되고

봉사는 새로운 취미가 되어갑니다.

용돈을 덜었지만 보람을 채웠고, 

시간을 들였지만 행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부자의 마음과 봉사자의 열정이

공부방에서 지역 사회로, 세상으로 이어져

나눔의 진정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J나눔재단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CJ 임직원이 공

부방을 찾았습니다. CJ 임직원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

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전국 공부방 133곳에서 출품한 작품 708점 가운데 사석원 화가와 이해

인 수녀의 심사로 선정된 수상자 22명이 있는 12개 도시 공부방을 CJ 임

직원이 직접 찾아가 수상자 사인회와 팬미팅,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CJ의 건강한 식재료로 함께 만드는 즐거운 명절 음식 제2회 문예공모전 수상 아동이 있는 공부방을 찾아간 CJ 임직원

추석 봉사

CJ 임직원은 엔젤스헤이븐 장애우와 함께 찰흙을 이용한 공예 봉사 활

동을 했습니다. 모자람을 서로 채우는 봉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행복을 쌓아가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CJ대한통운 임직원이 버려진 크레파스와 비누를 활용해 새 비누로 만

드는 업사이클링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만든 비누는 손을 씻지 못

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빈민국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장애우와 만드는 찰흙 공예 버려진 크레파스와 비누 재가공하기

장애우 봉사 친환경 봉사

문예집 ‘꿈이 자라는 방’ 찾아가는 시상식

2006년부터 해마다 김장나눔 봉사로 

전국의 공부방·사회복지 시설과 함께한 CJ 임직원 봉사

CJ그룹은 매년 CJ 임직원이 참여하는 김장나눔 봉사를 통해 따뜻한 겨

울을 맞는 나눔 실천을 해왔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221톤의 김치 

11만 포기를 나누며, 전국의 공부방 2,200곳과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과 

함께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4회 서울김장문화제

에서는 CJ 임직원을 비롯해 일반인 자원봉사자들과 CJ제일제당 비비

고 김치 60톤을 만드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CJ제

일제당 비비고 김치를 개발한 오지영 연구원이 김장김치의 재료와 김

장 버무리는 방법을 설명해주어 더욱 쉽고 즐겁게 나눔의 행복을 만들

어갔습니다. 올해 김장나눔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같은 테이블에 자

리한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더불어 만든 김장김치

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봉사의 의미를 다 같이 나누

었습니다. 

C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원칙은 진정성, 지속성, 사업연계, 임직원 참여를 꾸준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CJ 임직원은 공부방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만들어주는 CJ도너스클럽 봉사 활동

과 일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CJ임직원봉사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44 45

CJ 임직원 봉사

봉사 시간 봉사자 수 봉사 건수

129,649시간 19,713명 39,433건

기우진 리틀빅 히어로와 함께 CJ 임직원이 폐지로 만든 캔버스에 물감

을 칠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 전액은 폐지 줍

는 어르신에게 전달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한 ‘러블리 페이퍼’의 그림 그리기

리틀빅 히어로 테마 봉사 리틀빅 히어로 테마 봉사

한복집을 운영하며 바느질로 나눔을 실천해온 곽경희 리틀빅 히어로와 

CJ 임직원이 배냇저고리와 애착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축복의 마음과 함께 미혼모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미혼모 가정을 위한 신생아 용품 만들기

*2017년 기준



2017년 10월, CJ도너스캠프는 ‘THE CJ CUP’과 연계해 골프 선수

를 꿈꾸는 스포츠 꿈나무 6명을 지원하기 위한 ‘CJ도너스캠프 공

부방 아동 골프 레슨 지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부자들

이 후원한 기부금은 아이들의 골프 레슨비(6개월), 골프 장비 구입

에 사용했고, 아이들이 보다 전문적인 골프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사랑’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와 CJ

오쇼핑이 함께 만드는 ‘사랑을 주문하세요’를 통해 세 딸을 홀로 키

우는 다문화 한부모 위홍샤와 미래의 가야금 병창 명인을 꿈꾸는 한

나의 사연이 소개되었고, 많은 시청자가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더불

어 배우 김나운, 이하늬 등이 방송에 직접 출연하며 응원의 메시지

를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열린 ‘2017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물품기부 이벤트 ‘같이 놀자!’를 진행했습니다. 허팝, 헤이지니 등 유

명 크리에이터들이 베트남 땀응마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보낸 영

상을 보고, 페스티벌 현장에서 크리에이터의 팬들도 물품나눔에 참

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교감하던 이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KBS 1TV 방송 <나눔의 행복, 기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CJ E&M의 방송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CJ도너스캠프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엠카운트다운> <쇼미더

머니> <아이돌학교> 등 프로그램은 문자 투표 이벤트를 통한 수익

금 전액을 CJ도너스캠프에 기부했고, <더 벙커> <수업을 바꿔라>

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tvN 채널 모든 

프로그램의 축제였던 <tvN 즐거움전> 역시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

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자 208명, 기부금 9,997,508원

‘다문화 한부모 위홍샤’ ‘가야금 영재 한나’ 

기부자 855명 참여, 기부금 24,637,490원 지원

허팝, 헤이지니 등 인기 크리에이터와 팬이 함께 나눔 참여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속 나눔 활동을 통해 77,664,280원 기부

THE CJ CUP 골프 꿈나무 지원

CJ오쇼핑 모금 방송 ‘사랑을 주문하세요’

2017 다이아 페스티벌 물품 기부 이벤트 

CJ E&M 방송 프로그램 연계 나눔

CJ도너스캠프와 함께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나눔을 모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  CJ도너스캠프는 2017년에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포인트가 따뜻한 

밥 한 끼가 되는 기부에서 나눔을 주문하는 방송까지 다양한 나눔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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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캠페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품 회사의 신입사원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 기획했어요.”

CJ제일제당 2016년도 신입사원 한울팀

내가 사용하지 않는 CJ ONE 포인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2016년 CJ제일제당 신입사원들의 따뜻한 상상이 만들어낸 기적,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한끼의 울림’을 소개합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결식아

동이 되는 공부방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가 CJ

도너스캠프를 만나 기부자 5,000여 명과 함께 만든 나눔 캠페인이 되었

습니다. CJ ONE 사이트와 CJ도너스캠프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통해 총 

17,161,994원이 모였고, CJ도너스캠프가 기부금과 같은 금액을 매칭해 총 

34,323,988원의 두 배 더 큰 사랑으로 12월의 작은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가정간편식과 CJ프레시웨이 키즈밀 식단으로 구성된 식재

료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어 총 8,580끼의 식사가 아이들의 건강한 아

침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포인트로 결식아동에게 건강한 밥상을!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한끼의 울림’
기부 건수

E&M 방송 연계 기부

모금액

한끼의 울림 기부

ONE포인트 기부

오쇼핑 모금 방송 기부

328,664건

7천7백만원

21억 2천1백만원

3천4백만원

10,409건

2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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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현재 10년

간 CJ도너스캠프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기부했던 

곳은 다른 기관이었어요. CJ도너스캠프에서 제 후원금만큼 매칭

기부를 해서 나눔을 두 배로 만든다는 기사를 보고 곧바로 후원 기

관을 바꿨죠. 제가 기부하는 금액이 같더라도 후원받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

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때 지자체를 통해 도움받

거나 개인 후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

제 내가 베풀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해왔죠. 가능하다면 매월 조금

이라도 더 기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힘든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서 저는 아동·청소년의 교육 후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CJ도

너스캠프는 제가 기부한 만큼 똑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기부

한다는 점이 좋았어요.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모금 활동이니

다른 봉사 단체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거란 기대도 있었고요. 

실제로 기부금이 CJ도너스캠프의 운영비로 쓰이지 않고 전

액을 아이들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다고 하니, 기부자의 마

음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

원래 CJ문화재단의 튠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이었

는데, 어느 날 CJ아지트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CJ문화

재단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CJ나눔재단을 알게 

되었어요. CJ도너스캠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꿈과 학

업을 지원한다 하기에 바로 기부 신청을 했습니다. 제

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롤모델로 삼은 아이들이 음악 교

육을 받는다고 해서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왔어요. 기

부한 만큼 CJ에서 한 번 더 기부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

었습니다.

2007년 11월 정기 기부 가입 

황혜란님 주부 

2006년 12월 정기 기부 가입 

권문성님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재직

2017년 12월 정기 기부 가입 

심선혜님 회사원 

CJ제일제당의 신입사원이자 CJ도너스캠프의 기부자인 

정예지입니다. 2014년부터 CJ도너스캠프의 대학생 멘

토로 활동했는데, 이제는 CJ 임직원 기부자가 되어 동기

들과 좀 더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 회사인 CJ제일제당에서는 공부방 아동과 청소년에

게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저도 임직원으로서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

니다. 2017년 12월에는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

물하는 ‘한끼의 울림’ 캠페인에도 참여했어요. 공부방 현

장에서는 보육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반조리 가정간편

식을 좋아하거든요. 음식의 퀄리티가 좋다는 칭찬을 받

아 무척 뿌듯했습니다.

CGV에 입사한 첫해에 CJ도너스캠프 정기 기부를 가입했는

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틈틈이 CJ도너스캠프 웹

사이트를 방문해 공부방 교육 제안서를 살펴보고, 주로 문

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교육 제안

서에 기부하고 있어요. CJ도너스캠프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는 아이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

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나눔’이

라는 감동의 기회를 준 아이들과 CJ도너스캠프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멘토였는데

이제는 CJ임직원 기부자가 되었어요

‘나눔’이라는 감동의 기회를 준 

아이들과 CJ도너스캠프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제가 베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부는

교육 후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아이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2017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기부자

정예지님  CJ 제일제당 인사팀

2005년 11월 11일 정기 기부 가입 

조영철님  CGV 서면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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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로 커지는 나눔
매칭 기부

CJ가 대중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2005년 CJ도너스캠프 출범과 함께 도입한 매칭 기부 시스템은

기부자의 후원금만큼 CJ가 기부금을 내는 두 배 더 큰 나눔입니다.

공부방 아이들의 꿈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부 후원은

CJ도너스캠프를 통해 두 배로 더 커진 혜택이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즐겁고 투명한 나눔입니다.

#CJ도너스 #더블임팩트 #공부방아이들의꿈 #나도기부자

다양한 제안서 목록이 보이시나요? 

그중 기부를 희망하는 ‘제안서’를 클릭

한 후 ‘기부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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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1 STEP 1

STEP 2 STEP 2 STEP 2

STEP 3 STEP 3 STEP 3

CJ도너스캠프에서 

기부하기

CJ ONE 포인트로 

기부하기

모금 캠페인 

참여하기

1 2 3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donorscamp.org

CJ ONE의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PC, Mobile, APP을 통해 방문할 수 

있어요.

www.cjone.com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메인 배너를 통해 진행 중인 모금 

캠페인 소식을 만날 수 있어요.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서 ‘기부

하기’ 또는 ‘공부방 지원’ 메뉴에서 

‘교육 제안서’를 클릭해주세요.

포인트/카드 메뉴에서 ‘포인트 기부’를 

클릭해주세요. ‘CJ ONE X 도너스캠프

가 함께하는 기부’ 영역에서 교육 제안

서를 선택해주세요.

CJ ONE 서비스에서 ‘포인트 기부’를 

클릭하면, 교육 제안서와 함께 모금 

캠페인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유 중인 CJ ONE 포인트 내에서 기부

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기부하

기’를 누르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원하는 모금 캠페인 내용을 확인하고

‘기부하기’를 누르면 기부가 완료 

됩니다.

아직 학생이라 큰돈은 기부하지 못하고 

출석 체크해서 10원씩 모은 포인트를 

기부했습니다. - qwopa2***님

사실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는 포인트가 

많은데, 포인트로 기부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 cyr0***님

얼마 안 되는 제 포인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 mrk***님

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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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산 자료

2017년 세입 결산

2017년 세출 결산

제13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제12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계 단위: 원

과 목

I. 매출액

수입 기부금

II. 매출원가

식품 복지 사업비

교육 복지 사업비

자원봉사 사업비

기타 복지 사업비

지역 사회 복지 사업비

Ⅲ. 매출 총이익

Ⅳ. 판매 관리비

Ⅴ. 영업 손실

Ⅵ. 영업외 수익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잡이익

Ⅶ. 영업외 비용

잡손실

Ⅷ.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Ⅸ. 법인세 비용

Ⅹ. 당기 순이익

제13 (당)기

금    액

14,421,726,348

14,421,726,348

14,083,197,751

6,075,836,614

6,576,708,394

994,868,497

435,784,246

338,528,597

384,195,621

45,667,024

381,041,149

76,988,383

297,282,900

6,769,866

6,515,000

6,515,000

328,859,125

328,859,125

제12 (전)기

금    액

15,695,889,271

15,695,889,271

15,113,179,875

5,361,221,020

7,309,273,251

893,665,533

1,090,836,220

458,183,851

582,709,396

281,288,646

-301,420,750

372,136,629

74,746,915

297,282,900

106,814

2,066,953

2,066,953

671,490,426

671,490,426

14,802,767,497

14,473,908,372

97.4% (14,421,726,348원)

2.6% (381,041,149원)

수입 기부금

영업외 수익

과    목

자산 

Ⅰ. 유동 자산  

 (1) 당좌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미수 수익

      미수금

      선급금

      선급 비용

      선급 제세

 (2) 재고 자산 

      기부 물품

 Ⅱ. 비유동  자산  

 (1) 투자 자산  

      매도 가능 증권

 (2) 유형 자산  

      공기구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공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3) 무형 자산 

      상표권

      기타의 무형 자산

 (4) 기타 비유동 자산  

      임차 보증금

자산 총계

 부채 

 Ⅰ. 유동 부채  

      미지급금

      예수금

 Ⅱ. 비유동 부채  

      퇴직 급여 충당금

      이연법인세 부채

부채 총계

 자본 

 Ⅰ. 자본금  

출연금

 Ⅱ.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Ⅲ.  이익 잉여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본 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제13 (당)기

금    액

10,342,042,513

10,304,081,648

5,699,446,330

4,506,852,190

21,583,500

3,171,370

60,360,000

724,848

11,943,410

37,960,865

37,960,865

42,587,633,734

40,875,192,000

40,875,192,000

801,324,242

378,971,153

(85,318,911)

507,672,000

53,117,492

1,029,429

52,088,063

858,000,000

858,000,000

52,929,676,247

25,036,457

23,431,471

1,604,986

3,398,225,673

13,459,851

3,384,765,822

3,423,262,130

14,611,402,500

14,611,402,500

27,385,832,560

27,385,832,560

7,509,179,057

375,435,266

7,133,743,791

49,506,414,117

52,929,676,247

제12 (전)기

금    액

11,685,578,430

11,667,050,065

7,119,352,188

4,506,852,190

22,151,487

6,659,530

12,034,670

18,528,365

18,528,365

41,529,621,027

41,519,230,500

41,519,230,500

6,223,417

6,787,000

(563,583)

4,167,110

1,340,623

2,826,487

53,215,199,457

3,729,096

1,911,406

1,817,690

3,460,721,104

5,111,047

3,455,610,057

3,464,450,200

14,611,402,500

14,611,402,500

27,959,026,825

27,959,026,825

7,180,319,932

311,379,105

6,868,940,827

49,750,749,257

53,215,199,457

45.4% (6,576,708,394원)

42% (6,075,836,614원)

0.05% (6,515,000원)
6.9% (994,868,497원)

교육 복지

식품 복지

영업외 비용 
자원봉사 

2.7% (384,195,621원)

사무비

3% (435,784,246원)

지역 사회 복지 



CJ도너스캠프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출범사 | 2005.07.21

CJ는 사업보국의 창업이념 아래 ‘지속성, 사업연계, 임직원 참여’의 원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갑니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출범사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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