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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출범사

2005년 7월 21일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현 회장 CJ그룹 경영 워크숍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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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성장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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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동안 국내 최초의 매칭 기부 플랫폼인 

‘CJ도너스캠프’를 중심으로 전국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펼쳐왔습니다.

2018년에도 공부방 지원, 창의학교, 인성학교, 꿈키움아카데미, 임직원 봉사, 

온라인 기부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펼치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든든한 꿈지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8년은 CJ도너스캠프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그 영향력이 사회로 퍼져나간 한 해였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창의학교는 아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문화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과 상생협약 등을 통해 문화 소외아동을 위한 

객석나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 

문화 소외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습니다.

청소년과 가족, 교사가 참여하는 인성학교에서는 관계, 자아를 중심으로 인생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관계 맺는 법',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법', ‘대화 잘 하는 법'을 배우며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건강한 가정의 답을 찾았습니다. 

한편, 교육에서 실습, 취업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꿈키움아카데미의 교육과정과 선발인원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꿈키움아카데미는 2018년 대한민국 CSR필름페스티벌에서 국무총리상 

함께하는 사회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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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겨울방학에 시작된 ‘한끼의 울림 캠페인’을 2018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시행하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한끼를 선물했습니다. CJ임직원과 함께 전국 

곳곳의 공부방과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쳤고, 기업의 특성과 

임직원의 경험을 살린 프로보노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나눔의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CJ도너스캠프가 지금까지 136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꿈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기부자와 봉사자의 

따뜻한 마음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이 어려운 환경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가겠습니다.

CJ나눔재단 드림

인사말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

CJ도너스캠프 핵심 가치

동등한 기회

즐거운 나눔건강한 성장
스스로 꿈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웁니다. 

모두가 아이들의 꿈지기로서
나눔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J 
DONORSCAMP



아이들의 꿈과 함께 성장한 
CJ도너스캠프 13년

C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창업이념 ‘사업보국’을 근간으로 1999년 '진정성, 지속성, 사업 연계, 

임직원 참여’의 원칙을 세워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 CJ나눔재단 설립으로 본격화되어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CJ도너스캠프를 출범했습니다. 이후 13년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CJ그룹의 인프라와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5 2006 2007
CJ나눔재단 설립, 

CJ도너스캠프 출범

아동·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나눔 사업 

CJ도너스캠프 출범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통한 

매칭 기부 시스템 도입

기부자가 공부방 제안서에 

후원하면 CJ가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매칭 기부 방식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 모금 플랫폼 도입

공부방 선생님 교육 지원 

‘희망캠퍼스 선생님 배움터’ 

론칭

공부방 선생님에게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지원해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특화 교육 지원

2008 2009 2010
‘2008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 

대통령상 표창

CJ나눔재단의 푸드뱅크 기부, 전국 

공부방 지원, CJ도너스캠프 플랫폼 

운영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

아동·청소년 진로 교육 

‘꿈키움 캠프’ 론칭

공부방 아동·청소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진로 교육 

캠프를 개최해 진로 개발을 지원

CJ그룹 임직원 봉사단 

‘CJ도너스클럽’ 론칭

CJ 임직원이 전국 공부방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문화체험과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봉사활동 전개

2011 2012 2013
국내 최초의 SNS 소셜 기부 

시스템 론칭

온라인 모금 플랫폼 

CJ도너스캠프에서 댓글을 달면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 도입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꿈키움 대학생 멘토단’ 론칭

대학생 멘토단을 교육해 열악한 

지역 공부방에 파견해 학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으로 이끄는 

멘토링 진행

창의력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꿈키움 창의학교’ 론칭

CJ그룹 인프라를 활용해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멘토링을 통해 요리, 음악, 

공연, 방송 쇼핑 분야의 차별화된 

교육 지원

2014 2015 2016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 표창

CJ도너스캠프를 통한 공부방 

교육 나눔과 CJ인프라를 활용한 

쉽고 즐거운 나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

CJ나눔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사업 개최

동등한 기회, 건강한 성장, 즐거운 

나눔의 핵심 가치를 실천해온 

CJ도너스캠프의 10주년 성장 

스토리 발표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 개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선행 

‘리틀빅 히어로’ 연계 캠페인 

시행

CJ그룹의 방송 인프라 ‘리틀빅 

히어로’와 연계해 나눔 히어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봉사활동과 

모금활동 진행

2017 2018
‘꿈키움 아카데미’, ‘인성학교’ 

등 신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론칭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CJ 취업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아 탐색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론칭

‘대학생 봉사단’ 론칭

상·하반기 총 248명 모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을 

출범하여 창의학교, 인성학교 

멘토단 체계화

10 11

걸어온 길



CJ도너스캠프는 2005년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꿈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지기가 되어 기부자들과 즐거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전국 공부방 4700여 곳에서 기부 회원 37만 명이 아동·청소년 136만 명과 함께 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업 체계

문화교육, 학습교육, 체험교육
CGV 객석나눔,

뚜레쥬르 착한빵, 김장나눔 등

공부방 제안사업 객석나눔

CJ ONE 포인트로
두 배가 되는 즐거운 나눔

CJ임직원 공부방 봉사, 
프로보노

 아동·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하는 젊은 꿈지기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CJ 임직원
기부·봉사

대학생 봉사단

전국의 공부방에서 작성한 공부방 제안서 
후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CJ도너스캠프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기회

스스로 꿈을 만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창의·인성 교육과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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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으로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눔

음악, 영화, 인성디자인, 
전남(연극, 국악)

청소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청소년, 가족, 교사
서비스부문, 요리부문, 

생산전문가 과정

장학사업

창의학교

헬로드림

인성학교

헬로지니어스

꿈키움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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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은 꿈으로, 
성장으로, 
즐거움으로
쌓입니다.

누적 지원

2018년에도 CJ도너스캠프는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모아 전국의 아동·청소년과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운 나눔은 올해도 수북히 쌓여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나누는 이도 함께 성장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
2018년 주요 성과

CJ도너스캠프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2018년에도 공부방 지원과 

꿈키움 교육,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꿈꾸는 아이들과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만나 

작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2005~2018년 
누적 지원 내역

136만 명
  공부방 지원 아동

1만  4천 건
공부방 제안서

1,445억 원
  후원금

37.7% 
현물 기부금
(5,371,692,753원)

14.7% 
  개인 기부금
  (2,098,509,075원)

47.3%
 

법인 기부금
(6,740,295,566원)

0.3%
 

국가 보조금
(49,344,144원)

14,259,841,538원

2018년 기부 현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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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학교 확대 시행

‘창의학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잠재된 창의력을 계발하고 꿈과 인성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에는 음악, 영화, 

인성디자인, 창의학교 전남으로 프로그램을 나누고,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부방을 찾아 매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17년의 2배 규모로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꿈키움아카데미 CSR 필름페스티벌 
‘국무총리상’ 수상

‘꿈키움아카데미’는 고용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채용’ 형태의 일자리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베이커리·커피·외식 과정에서 

36명을 선발했고, 최종 28명이 CJ푸드빌에 채용되며 

취업률 78%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 

요리부문에 서비스부문과 생산전문가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선발인원도 11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요리부문도 CJ프레시웨이 단체급식 

분야로 과정을 확대하고, 연간 72명을 선발했습니다.

한편, CJ나눔재단은 2017년 꿈키움아카데미의 성과와 

교육 커리큘럼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훈련 기관 지원사업 

‘내일이룸학교’ 인증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외 

청소년들에게 취업을 통한 실질적 자립을 도운 공로로 

2018년 대한민국 CSR필름페스티벌에서 국무총리상 

함께하는 사회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눔 걷기 대회 ‘도너스 런’ 개최

5월 2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2018 CJ 

도너스캠프 도너스 런’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800여 명과 CJ그룹 임직원 

가족 등 총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도너스 런은 

CJ나눔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어린이들도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가 걷는 1m마다 10원을 적립해 

3200만 원을 모금하여 지체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30대를 기부했습니다.

공부방 선호도 1위 기업 재단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2018년 11월, 

‘지역아동센터의 자원 연계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공헌 활동을 

잘하는 기업단체로 ‘CJ도너스캠프’를 

떠올린 비율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단체로 

‘CJ도너스캠프’를 떠올린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습니다. CJ그룹은 

‘정기급식 지원, 푸드뱅크, 문화·예체능 

교육, 문화공연 관람, 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CJ도너스캠프’를 선호하는 비율이 

55.5%로 나타났습니다.

창의학교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는 

첫 지역 확장 사례로 ‘창의학교 전남’을 시작하고, 

전남 지역의 11~18세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음악·공연·국악 분야에서 문화체험 및 창작 등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역 특색을 살려 

전라남도를 상징하는 국악 장르를 신설하고, 전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전문강사로 참여하게 하여 

지역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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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청소년 지원 - 
청소년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

CJ나눔재단은 헬로드림 청소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을 

통해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 의지가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학비와 직업 교육비, 

생계비를 연간 최대 1,500만 원

지원하는 학업 및 직업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혼한부모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 안정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새로운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사·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경제적,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8 

한부모가족대상 우수사업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객석나눔 확대 시행 -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과 상생협약으로 지방 
문화소외 격차 해소

CJ나눔재단은 문화 소외지역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문화 소외아동을 위한 객석나눔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CJ나눔재단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이 어려운 공부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연간 1만여 명 규모의 객석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근 문화 소외지역 185개 

공부방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SNS 24만 팬 달성으로 공감

CJ도너스캠프는 SNS를 통해 CJ도너스캠프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CJ그룹의 

나눔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CJ도너스캠프는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이 될 때까지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CJ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감과 호응을 얻으며 SNS에서 24만 팬을 

달성했습니다.

한끼의 울림 캠페인 - 2018 
여름·겨울방학에도 결식아동 위한 
지속적인 나눔 실천

‘한끼의 울림’ 캠페인은 방학이 되면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CJ ONE 포인트를 

기부하는 CJ도너스캠프의 대표적인 

기부 캠페인입니다. CJ 계열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며 쌓인 

CJ ONE포인트를 기부 받아, 

CJ도너스캠프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 

건강한 한끼를 지원합니다. 2017년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2018년 

여름·겨울 방학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 CJ엠디원 

푸드스타팀과 함께 영양만점 레시피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 론칭

CJ나눔재단은 소외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2010년부터 활동해온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멘토단’의 

규모와 활동분야를 확대하여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으로 통합 론칭했습니다. 

활동분야를 ‘교육 멘토단’과 ‘홍보 기자단’으로 나누고 상·하반기 총 248명을 

모집했습니다. CJ나눔재단은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대학생 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동등한 
기회
꿈에 꿈을 
더하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더욱 

소중합니다. 교육은 꿈의 

새싹을 키우고 꿈에 날개를 

달아 아이들이 도전 앞에 

당당한 청년이 되도록 

키워냅니다. CJ나눔재단은 

공부방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아이들의 

보폭만큼 무럭무럭 커 

나가는 동안 CJ나눔재단은 

기부자들과 함께 아이들과 

같은 꿈을 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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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 공부방 제안서 사업은 꿈꾸는 아이들과 그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온라인 나눔 플랫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쉼터, 아동양육시설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선생님이 만든 공부방 제안서 1만 4천 건에, 기부자와 

CJ도너스캠프의 매칭 펀드가 더해져 42만 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공부방 제안서 
사업

공부방 제안서 사업은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분야는 ‘문화교육, 학습교육, 체험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방 제안서로 작성해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 올리면 기부자 모금이 진행되고, 모인 기금에 CJ도너스캠프가 1:1 매칭 

기부하여 공부방을 지원합니다. 2018년에는 총 1,333건의 공부방 제안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공부방 제안서 사업

공부방 제안서 지원 현황

2018 공부방 제안서

공부방 제안서 지원 프로그램

몸을 튼튼하게 하는 체육활동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미술·음악활동 및 심리치료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문화교육

교과목 학습, 논술·독서 지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학습교육

역사·문화체험 등의 현장학습, 여행과 캠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체험교육

공부방 제안서 지원 프로세스

공부방 제안서 
작성

기부자 
모금 진행

1:1 
매칭 기부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감사 편지 
전달

1,333건

362건 323건 648건

문화교육 학습교육 체험교육

1 2 3 4 5



24 25

CJ도너스캠프는 2008년부터 CGV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주는 ‘객석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문화 소외지역에 거주하여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CJ그룹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객석나눔을 통해 지금까지 

1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극장과 공연장, 미술관을 관람했습니다.

객석나눔

작은영화관객석나눔은 전국 CGV 극장에서 인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해 최신 

개봉작을 상영합니다. 농어촌이나 섬마을의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초대해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실제 영화 상영이 이뤄지는 영사실을 견학하는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CGV의 최신 기술이 접목된 특수 상영관은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연극, 뮤지컬 등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CJ토월극장에도 어린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영화 객석나눔은 상영 영화에 따라 

직업 특강, 역사 강연을 함께 진행합니다.

객석나눔 

프로그램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은 상업 영화관이 들어서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에 

설립된 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2010년 

전라북도 장수에 작은영화관 1호점을 개관해 현재 전국에 31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을 확대하여 문화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문화의 힘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CJ그룹 계열사 브랜드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CJ ONE을 활용한 전시 

문화나눔입니다. CJ ONE과 제휴된 우수한 전시회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J ONE 문화나눔

2018 작은영화관 
객석나눔

*2018년 12월 기준

객석나눔

657기관 12,917명

참여 기관 참여 아동 전국 작은영화관 작은영화관 인근 
참여 기관

기관 아동

31개 관 143개 3,318명



건강한 
성장
꿈에 성장을 
더하다

꿈을 키워가는 여정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CJ도너스캠프의

‘창의학교’와 ‘인성학교’는

아이들이 꿈과 자아를

찾아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아이들이 빛나는 청년으로 

성장하여 그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꿈키움아카데미’로 

그 여정에 동행합니다. 

넘어져도 꿋꿋하게 

일어나는 아이들이 꿈을 

향해 자라나는 모든 순간을 

함께 걸으며 CJ나눔재단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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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학교는 아이들이 문화 창작 과정을 체험하며 창의성, 사회성, 

자존감을 키우는 CJ나눔재단만의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내용을 ‘음악, 영화, 인성디자인, 창의학교 전남’으로 나눠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 멘토가 주 1회 공부방을 찾아가 교육합니다. 12주간의 

교육 과정이 끝나면 창작물을 창의학교 스테이지에서 선보입니다.

창의학교

교육 내용 > 아이의 발상, 영감, 열정으로 작사, 작곡, 댄스

음악과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잠재력을 확인하고 창의력, 소통 능력,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습득하는 수업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곡을 창작하고 무대에서 공연합니다.

협력 사회적기업 두팔로 | 참여 아동 300명

교육 내용 > 아이의 상상, 느낌, 시각으로 각본, 연기, 촬영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창작수업입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 

과정을 통해 공동의 이야기를 하고, 창작한 이야기를 영화로 선보입니다.

협력 사회적기업 모씨네 | 참여 아동 200명

음악 영화

교육 내용 > 아이의 생각, 감각, 주관으로 기획, 설계, 발표

마을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꿈꾸는 주거공간을 만들고, 친구의 집과 

연결해 마을 공동체로 확장해가는 예술 융합 수업입니다. 협업하는 지혜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협력 사회적기업 예술과 시민사회 | 참여 아동 200명

교육 내용 > 음악과 공연에 국악 장르를 더한 창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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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합니다.

협력 단체 전남복지재단 | 참여 아동 200명

인성디자인 창의학교 전남

*2018년 12월 기준

지원 기관 

90개

지원 아동 

900명

대학생 교육 멘토 

152명

협력 사회적기업·단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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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학교 스테이지 CJ가 가장 잘하는 ‘문화’를 배우고, ‘문화’를 만드는 창의·인성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CJ도너스캠프 문화 꿈나무들의 특별한 창작공연 무대입니다. 창의학교의 음악, 영화, 인성디자인 

수업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며 만든 결과물을 대형 극장과 전시장에서 선보이며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박수와 응원 속에서 꿈과 자존감을 키워갑니다.

뮤지컬, 중창댄스, 캐릭터쇼, 합창 등이 한데 어우러진 신명나는 쇼콰이어 퍼포먼스음악 아동·청소년들의 각본, 연기, 촬영, 편집을 토대로 제작된 창작영화 10편의 시사회 행사영화

문화의 본고장, 전남지역 청소년들의 흥겨운 노래가락과 춤사위, 신들린 메소드 연극 무대창의학교 전남아이들이 가족,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집과 마을을 표현한 상상의 드림하우스 전시회인성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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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 대상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400명   조사 기간 2018년 10월 10일~ 10월 20일

문화체험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원개발 수요 및 사회공헌 인식 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충격을 준 이래 인공지능(AI)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와 공존하고, 때로 경쟁해야 하는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미 있고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설정 

능력’과 스스로 정한 의제를 독창적으로 풀어내는 ‘창의력’에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출발선부터 동등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좋은 교육과 그 

격차 해소의 해법은 아동·청소년기의 문화 활동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 활동은 

생각의 폭을 넓히고 동료와 소통을 촉진하며 무엇보다 ‘창의력’의 기본이 되는 열린 

사고 및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무장된 부유한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더 좋기는 

어렵지만, 소외계층 학생들이라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직접 창작물을 제작하며 다른 분야를 융합해보는 시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복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력 높은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이화여대 아동가족연구소에서는 방과후 교육 시설(지역아동센터)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자원개발 수요 및 사회공헌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 현장에서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동료와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 관련 사회공헌을 활발히 해온 CJ나눔재단이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높은 기대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CJ에서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가 될 문화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 21세기의 중심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Q. 21세기의 경쟁력을 쌓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고, 기회 

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Q. 교육 격차 해소 관점에서 

문화 교육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문화기업 CJ의 나눔재단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잘하는 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36%의 응답자들이 ‘CJ’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필요한 자원 중 프로그램 영역별 

선호 자원을 조사한 결과 ‘사회 안전망, 기본 생활, 기초 학업 지원’은 국가·지자체 자원을 선호하는 반면, 

‘문화·창의 교육, 장학 지원, 체험(여행·독서·문화 관람 등)’은 기업 자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푸드뱅크, 특식 지원, 문화·예체능 교육, 문화공연 관람, 체험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사회공헌 우수 기업  |  단위:%

프로그램 영역별 선호 자원  |  단위:%

32.8

32.3

21.0

14.0

먹거리 지원

국가·지자체

대기업 후원

기타

공공기관

49.8

16.8

16.0

17.5

47.3

14.5

13.3

25.0

긴급 생계비 지원

국가·지자체

대기업 후원

기타

병원·학교 등 지역 시설

학업 지도(교과 학습)

국가·지자체

대기업 후원

 기타

공공기관

31.3

30.5

22.0

16.3

47.0

25.0

12.8

15.3

38.8

23.8

21.3

16.3

문화·예체능 교육

대기업 후원

공공기관

기타

국가·지자체

장학금 지원

대기업 후원

공공기관

기타

국가·지자체

문화체험

대기업 후원

공공기관

기타

국가·지자체

푸드 뱅크, 특식 등
민관지원

학업지도 문화·예체능
교육

장학금 지원 진로탐색
프로그램

문화공연
관람

체험
프로그램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역영별 우수 그룹 

CJ S사 H사 S사 L사

CJ도너스캠프

S사 프로그램

K사 프로그램

K사 프로그램

H사 프로그램

S사 프로그램

2.8

1.8

1.5

36.0

15.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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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학교는 아동·청소년과 그 주변을 둘러싼 교사, 부모 모두가 자아와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인생학교입니다. CJ도너스캠프는 2012년 

‘마음키움’ 사업을 시작해, 2017년 영국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성학교 청소년인성학교

(상·하반기 연 3회)

청소년들이 다양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행복한 

관계 맺기를 고민하고, 나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성학교를 통해 청소년은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왜 

가족을 사랑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우정이 중요할까?’ 등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소년인성학교 가족인성학교 교사인성학교

가족인성학교

(상·하반기 연 2회)

나와 가족들에 대해 성찰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대화가 있는 가족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모 가정,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가정,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조손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교사인성학교

(상·하반기 연 2회)

교사인성학교는 교사와 부모 같은 멘토의 자존감이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반으로 열리는 

공부방 교사를 위한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 큰 열정으로 아이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전국 공부방 

교사 500명이 모여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열정을 다짐했습니다. 

우수변화사례 공모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두레’, ‘자람’,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  협력기관 : 인생학교서울, 경기관광공사

지원 기관 

110개

지원 기관 

40개

지원 기관 

500개

대학생 교육 멘토 

60명

대학생 교육 멘토 

60명

대학생 운영 멘토 

15명

참여 아동 

402명

참여 가족

151명

참여 교사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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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키움아카데미는 꿈이 있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성실히 마친 수료생에게 CJ 취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취업 연계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라는 CJ그룹의 

나눔철학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꿈키움아카데미

꿈키움아카데미는 CJ도너스캠프가 지원해온 공부방 아이들이 자립이 필요한 

연령대로 성장함에 따라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자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CJ그룹의 푸드, 푸드 서비스, 생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문이 열려있고 기초부터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며 ‘강점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내적 

자립역량도 함양합니다.

꿈키움아카데미 

교육 내용

꿈키움아카데미 

교육 및 채용 성과

골프장&컨세션 교육
CJ프레시웨이 골프장과 컨세션 직영점 식음 서비스 전문가

헬스&뷰티 서비스 교육
올리브영 직영점 연계 헬스&뷰티 세일즈 서비스 전문가

외식·단체급식 교육
CJ푸드빌 외식부문, CJ프레시웨이 단체급식 신입 조리사

베이커리 교육
뚜레쥬르 직영점 연계 제과제빵 전문가

커피 교육
투썸플레이스 직영점 연계 바리스타 및 브런치, 케이크 전문가

베이커리 생산전문가 교육
CJ푸드빌 음성공장 연계 베이커리 생산 및 양산화 공정 전문가

*조사기관: MYSC(엠와이소셜컴퍼니)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 임팩트 투자기관

청년 1인당 취업을 통한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복지예산소득상실액+세수

일반

취약계층 2.2억 원

0.9억 원일반 청년이 취업했을 때 9천만 원의 비용 

절감, 취약계층 청년이 취업했을 때 

2.2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과정 현장실습 진행 중인 36명, 2019년 3월 취업 연계 예정

총 입과

총 수료

총 채용
2017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8년

36명 109명

36명 57명

28명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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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드림은 청소년 미혼한부모(미혼모·미혼부)가 꿈을 키우며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자녀양육, 생활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와 청소년으로서 자기성장 과제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학업연장, 직업교육, 심리정서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를 통해 뛰어난 재능을 발견한 아동·청소년들을 

선정해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재능이 

날개를 달수 있도록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든든한 꿈지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헬로드림 헬로지니어스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청소년 미혼한부모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비 외에도 주거비, 양육비 및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자립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원, 성교육 강사 등 직업교육 

과정을 지원합니다.

자조모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 미혼한부모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다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휴먼 라이브러리 및 인식개선 캠페인

청소년 미혼한부모가 ‘사람 책’이 되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편견을 개선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헬로드림 
세부 지원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장학생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개별 로드맵을 기반으로, 학업과 특기(음악, 미술, 

체육, 기술)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지원

목표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진로비전 교육,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자존감 증진과 

인성함양을 위한 해외 봉사활동,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헬로지니어스 
지원 내용

2018년 헬로지니어스 
장학생 25명 성과

2019년 상위 학교(고교·대학) 진학자 13명 중 5명(38%)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학교 진학

학업 장학생 7명 중 3명 학업 성취도 상위 1% 달성

특기 장학생 18명 중 8명(44%) 최고 수준 전국대회 3위 이내 수상

44%

1%

38%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38명

성교육 강사 활동

99회

자조모임

52회

휴먼 라이브러리

4회

인식개선 캠페인

5회

체
육

부
문

(사
격

) 장
학

생
 



즐거운 
나눔
꿈에 나눔의 
지혜를 
더하다

귀찮아하던 포인트를 

열심히 모으고, 아이들이 

먹을 김치도 직접 담그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만나 꿈을 묻고 꿈에 

답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사이 

기부는 즐거운 습관이 

되고, 더 지혜로운 나눔을 

고민하는 동안 공부방이, 

지역사회가,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나갑니다. 나눔은 

쌓입니다. CJ나눔재단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혜로운 나눔을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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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임직원 봉사

그룹 김장나눔 봉사 CJ그룹은 매년 CJ임직원이 참여하는 김장나눔 봉사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맞는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총 192톤의 김치 10만 포기를 8만여 명의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CJ그룹 임직원들이 전국의 CJ 사업장 인근 공부방과 

사회복지시설 65곳을 방문해 김장을 담그고, 전국 공부방 2000여 곳에도 6만 

포기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봉사 참여율 프로보노 봉사 
봉사자 수 

봉사자 수   공부방 식품나눔 봉사  
봉사자 수   

봉사시간

84% 410명20,051명 2,082명126,745시간

CJ 계열사들은 제품,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품나눔 봉사 | CJ제일제당 ‘푸드뱅크 조립봉사’, CJ푸드빌 ‘착한빵 나눔데이’

문화나눔 봉사 | CJ ENM ‘동행’, CJ CGV ‘객석나눔’, CJ올리브네트웍스 

‘SW창의캠프’

지역사회 연계 봉사 | CJ Hello ‘사회공헌캠프’, 엔젤스헤이븐 등 정기 봉사처 운영

프로보노 봉사

‘프로보노(ProBono)’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업(業)의 영역에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CJ그룹의 임직원들은 경험과 지식을 

살린 다양한 프로보노형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계열사별로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프로보노형 

사회공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멘토링형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에게 직무 노하우 공유 및 

멘토링 제공

교육형

심폐소생 교육, 쿠킹클래스, 미디어 교육 제공

체험형

물류센터, 방송 스튜디오 견학 경험 제공

공부방 식품나눔 봉사  

CJ그룹 임직원들은 CJ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 

식품나눔 봉사를 통해 공부방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나눔 봉사는 단순한 

먹거리 지원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직접 공부방을 찾아가 

아이들과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CJ만의 

봉사활동입니다. 2018년부터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부서 단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눔회식 캠페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눔회식 

캠페인은 공부방 식품나눔 봉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나눔회식 캠페인

부서별로 공부방을 찾아가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CJ그룹만의 특별한 회식문화로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설날, 추석, 어린이날, 여름방학)을 

선정해 연 4회 진행  

C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진정성, 지속성, 사업 연계, 임직원 참여’를 

원칙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J임직원은 공부방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는 봉사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특성과 임직원의 경험을 살린 

프로보노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쉽고 즐거운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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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스스로 발견해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젊은 꿈지기입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지식을 

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순수한 열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CJ제일제당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한끼의 울림’, 

CJ오쇼핑의 전화 한 통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금방송’은 나누는 

기쁨을 더하고, 즐거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

기부 캠페인

2010년부터 활동해 오던 ‘꿈키움 멘토단’의 규모와 활동 분야를 확대하여 

2018년에 대학생 봉사단 1기 122명, 2기 12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은 창의·인성학교 멘토로 참여하는 ‘교육 멘토단’과 

사회적 나눔 확산에 기여하는 ‘홍보 기자단’으로 구성됩니다.

2018년 대학생 봉사단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 
운영 프로세스 1

대학생 봉사단 
모집

2

발대식 및 
입문교육

3

정기 교육봉사 
활동 및 문화
소양 체험

4

중간 워크샵

5

대학생 봉사단 
활동 종료식

교육 멘토단 홍보 기자단 누적 활동 시간

212명 36명 145,500시간

방학이 되면 결식아동이 되는 공부방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한끼 식사를 지원하는 

‘한끼의 울림’ 캠페인이 겨울 방학에 이어 여름 방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가정간편식 제품에 CJ엠디원 푸드스타팀의 레시피 재능기부가 

더해져 맛있고 건강한 여름 보양식과 겨울 특식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자를 초청해 아이들에게 지원된 한끼를 직접 만들어보는 쿠킹클래스를 열어 

기부의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한끼의 울림’

CJ ENM 오쇼핑 부문, 오쇼핑 플러스 채널에서 ‘사랑을 주문하세요’ 모금방송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걸스에듀 캠페인 X CJ도너스캠프 헬로 지니어스 

장학생 2명, 9월에는 CJ도너스캠프 헬로드림 청소년 미혼한부모 1명, 12월에는 

CJ도너스캠프 결식아동 지원 캠페인 ‘한끼의 울림’을 위한 모금방송을 진행했고, 

매 방송마다 전국의 오쇼핑 시청자들이 ARS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을 전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J ENM 오쇼핑 부문 X 

CJ도너스캠프 모금방송

CJ제일제당 ‘햇반컵반’의 모델, 배우 박보검 팬덤과 래퍼 김하온 팬덤, 아이돌 그룹 

워너원 김재환 팬덤도 즐거운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CJ도너스캠프의 기부 캠페인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연예인 팬덤

기부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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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CJ도너스캠프의 발걸음은 

‘꿈꾸는 아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기회 속에서 마음속의 

꿈을 찾고, 그 꿈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의 손을 잡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내자들은 때로 아이에게 배웠습니다. 

꿈을 찾아내는 방법, 

그 꿈을 귀하게 키워가는 방법. 

교사, 부모, 대학생 봉사단, 봉사자, 기부자.

모두가 아이를 기르는 훌륭한 멘토입니다.

교사
신현신나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정은 님

부모
가족인성학교 참가 김경림 님

대학생 봉사단
창의학교 멘토 김다은 님
인성학교 멘토 서동현 님
기자단 김경아 님

봉사자
CJ ENM 문희정 님

기부자
래퍼 김하온 팬덤 김혜란 님
CJ ONE 포인트 기부자 김태헌 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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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신나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정은 님

가족인성학교 참가 
김경림 님
(14세 김재민 어머니)

인천시에 있는 신현신나는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8월 17일에 개소했고, 26명 중 전 아동이 

저소득 가정이며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60% 이상입니다.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음악 

활동은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즐기는 아이들로 변화시켰습니다. 

디자인 활동으로 매회 목표한 것을 함께 만들어내면서 책임감과 서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영화 활동의 과정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창의학교를 통해 ‘자기 표현 방법'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키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학습능률도 올랐습니다. 제빵사의 꿈을 키우며 ‘CJ꿈키움아카데미’에 도전하겠다는 

센터의 맏언니도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목표지향적 사고를 문화교육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창의학교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재민이와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민이가 자신을 혼자 두고 떠난 

엄마를 원망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반항이 심해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광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께 재민이의 

상태를 의논하니 ‘가족인성학교’ 참가를 추천해주셨어요. 재민이와 여행을 함께 하며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민이가 ‘이제는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어 줬어요. 인성학교에서 배운 ‘내가 아닌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대화하는 방법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바쁜 시간에 쫓겨 다그치기만 

했던 것을 재민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민이는 청소년인성학교에도 참가하며 

엄마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인성학교에 다녀와서 저와 재민이가 
행복해졌어요.”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를 통해 문화교육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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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김경아 님

창의학교 멘토 
김다은 님

인성학교 멘토 
서동현 님

임직원 봉사자 
CJ ENM 문희정 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말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통해 멘토는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의학교 디자인부문 멘토로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주거 공간과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함께 했어요. 아이들의 책임감과 끈기를 바탕으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자세를 통해 저 또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인성학교의 장점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올바른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화 잘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은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혼자 대입 수시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해서는 

어림없다’는 선생님의 말에  자신감을 잃어가던 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널 믿는다’라는 응원은 

대학 합격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경험으로 ‘믿는다’는 말이 가진 힘을 느꼈고, 

그 말을 타인에게도 전하며 살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나와 같은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CJ도너스클럽’을 알게 되었고, 진정성에 이끌려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2013년 CJ ENM 오쇼핑부문에 입사한 뒤에도 CJ도너스클럽 봉사활동을 이어오다가 

‘CJ나눔재단 대학생 봉사단 대상 진로 멘토링’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부정적이었던 저의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자존감을 회복했고, 함께 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도 학창 시절의 다짐을 잊지 않고 

재능 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눔과 봉사는 나와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상상하고, 꿈꾸고,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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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김하온 팬덤 
김혜란 님

CJ ONE 포인트 기부자 
김태헌 님 가족

래퍼 김하온 군이 CJ도너스캠프 SNS를 통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보고 

팬들이 ‘하온나래’라는 일시적 모임을 만들어 ‘한끼의 울림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김하온 

군의 앨범 발매를 축하하기 위해 이벤트를 계획했을 때 김하온 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하온 군은 욕심을 

버리고 내면을 돌아보는 삶,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노래 가사에도 

긍정적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온 군에게 위로와 

영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CJ ONE 포인트로 쌓은 15만 포인트를 ‘한끼의 울림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아직까지 

방학 중에 끼니를 굶은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평소 CJ도너스캠프 공부방 제안서에 1만 포인트씩 

기부하고 있었는데요. 아이에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가 기부를 했다.”라고 말을 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끼의 울림 캠페인 리워드 이벤트’로 쿠킹 클래스 당첨이 되어 

아이들의 사정을 설명해주니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아이에게 즐거웠던 체험이 기부로 인한 

것이고, 기부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곧 

방학인데 한끼의 울림에 참여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CJ도너스캠프 기부 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나눔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쉽고 즐거운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김하온 군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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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회계 단위: 원

제14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계 단위: 원

운영 성과표

재무상태표

2018년 세입 결산

2018년 세출 결산

2018년 결산 자료

기부금 수익

96.9% (14,210,497,394원)

투자 자산 수익

2.8% (405,920,954원)

보조금 수익

0.3% (49,344,144원)

과목 통합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
Ⅰ. 사업 수익 14,665,746,648 14,259,841,538 405,905,110
 (1) 기부금 수익 14,210,497,394 14,210,497,394

 (2) 보조금 수익 49,344,144 49,344,144

 (3) 투자 자산 수익 405,905,110  405,905,110

 이자 수익 77,046,310  77,046,310

 배당 수익 328,858,800  328,858,800

Ⅱ. 사업 비용 15,550,659,381 15,550,659,381 -
 (1) 사업 수행 비용 14,562,285,408 14,562,285,408 -

 식품 복지 사업비 5,269,300,213 5,269,300,213

 교육 복지 사업비 7,268,930,857 7,268,930,857

 자원봉사 사업비 1,050,087,753 1,050,087,753

 지역 사회 복지 사업비 973,966,585 973,966,585

 (2) 일반관리비용 147,786,232 147,786,232

 (3) 모금비용 840,587,741 840,587,741

Ⅲ. 사업 이익(손실) (884,912,733) (1,290,817,843) 405,905,110
Ⅳ. 사업 외 수익 15,844 15,844 -
 잡이익 15,844 15,844

Ⅴ. 사업 외 비용 1,817,615 1,817,615 -
 잡손실 1,817,615 1,817,615

Ⅵ. 법인세 비용 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886,714,504) (1,292,619,614) 405,905,110
Ⅶ. 법인세 비용
Ⅷ. 당기 운영이익(손실) (886,714,504) (1,292,619,614) 405,905,110

과목 통합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

자산 

Ⅰ. 유동 자산   9,459,252,330 4,150,115,568 5,309,136,762

 (1) 당좌 자산  9,458,452,330 4,149,315,568 5,309,136,762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911,310,404 4,145,837,561 765,472,843

 단기 금융 상품 4,506,852,190  4,506,852,190

 미수금 2,010,800 2,010,800

 선급금 480,000 480,000

 선급 비용 987,207 987,207

 미수 수익 25,559,409  25,559,409

 미수 법인세 환급액 11,252,320  11,252,320

 (2) 재고 자산  800,000 800,000

 기부 물품 800,000 800,000

Ⅱ. 비유동 자산   31,691,788,383 1,734,296,883 29,957,491,500

 (1) 투자 자산   29,957,491,500  29,957,491,500

  매도 가능 증권 29,957,491,500  29,957,491,500

 (2) 유형 자산   718,082,585 718,082,585

 공기구 비품 472,209,243 472,209,243

 감가상각 누계액 (194,126,658) (194,126,658)

 건설 중인 자산 440,000,000 440,000,000

 (3) 무형 자산  38,214,298 38,214,298

 상표권 718,235 718,235

 기타의 무형 자산 37,496,063 37,496,063

 (4) 기타 비유동 자산   978,000,000 978,000,000

 임차 보증금 978,000,000 978,000,000

자산 총계 41,151,040,713 5,884,412,451 35,266,628,262

부채 

Ⅰ. 유동 부채   38,936,602 38,936,602

 미지급금 26,326,960 26,326,960

 예수금 12,609,642 12,609,642

Ⅱ. 비유동 부채   2,209,157,943 25,339,176 2,183,818,767

 퇴직 급여 충당금 25,339,176 25,339,176

 이연법인세 부채 2,183,818,767  2,183,818,767

부채 총계 2,248,094,545 64,275,778 2,183,818,767

순자산 

Ⅰ. 기본 순자산   14,611,402,500  14,611,402,500

 출연금 14,611,402,500  14,611,402,500

Ⅱ. 보통 순자산 6,622,464,553 5,820,136,673 802,327,880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374,839,270  374,839,270

 잉여금 6,247,625,283 5,820,136,673 427,488,610

Ⅲ. 순자산 조정  17,669,079,115  17,669,079,115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17,669,079,115  17,669,079,115

순자산 총계 38,902,946,168 5,820,136,673 33,082,809,495

부채 및 순자산 총계 41,151,040,713 5,884,412,451 35,266,628,262

15,552,476,996

14,665,762,492

교육 복지

46.7% (7,268,930,857원)

식품 복지

33.9% (5,269,300,213원)

자원 봉사

6.8% (1,050,087,753원)

지역 사회 복지

6.3% (973,966,585원)

모금비

5.4% (840,587,741원)

사업 외 비용

0.01% (1,817,615원)

일반 관리비

0.9% (147,786,232원)



CJ도너스캠프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출범사

2005년 7월 21일

CJ는 사업보국의 창업이념 아래 ‘지속성, 사업연계, 임직원 참여’의 원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갑니다.

이재현 회장 CJ나눔재단 출범사

200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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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899-4334

홈페이지 www.donorscamp.org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norscamp05

페이스북 www.facebook.com/cjdonorscamp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jdonors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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