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콩기름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2015 나눔사업 보고서
나눔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듭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해 주신 기업/기관/단체 파트너와
시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가게는 여러분의 나눔에 힘입어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기 및 일시 현금기부를 통해 진행된 나눔사업의
2015년도 결과보고를 담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소외아동 심리치료 및 특기적성을 지원하는 소외아동 정서지원,
방학 중 저소득가구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맛있는 방학 쿡방,
각 지역별 소외이웃의 긴급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희망나누기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나눔으로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홍수피해지역 커뮤니티를 재건하는 나마스떼 갠지스,
베트남 소수민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굿모닝 베트남,
교육과 문화 소외지역에 도서관을 짓는
아름다운도서관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지속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부자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의 뜻을 늘 기억하며
투명하고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2016. 8

아름다운가게 드림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는 아름다운가게 매장 수익금과 현금 기부금을 더하여 지역 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가게의 대표적인 나눔사업입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구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전국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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ӹٵᔍᨦᅕŁᕽ

지원기간

2015. 1 ~ 2015. 12

지원대상

최저 생계비 기준 200% 이하의 개인 : 724명

ӹٵᮝಽᖙᔢ᮹ᦥ݅ᬕᄡ⪵ෝอॎ݅ܩ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공익 단체 : 140곳 (풀뿌리
단체, 사회복지 단체, 자활기관 등)
ᦥ݅ᬕaí᪡⧉̹⧕ᵝᝁʑᨦʑš݉ℕ❭✙թ᪡
지원금액

1,820,775,675원 (매장수익금 + 기부금)

ၝᩍ్ᇥᨱíʫᯕqᔍऽพ݅ܩ

⊽⪹Ğᱢᯙ⏊ʑᯪⓍಽᯙᘥ⦹ᩡ݅ܩ

중심으로 수혜자를 접수, 검토, 선정하여 배분됩니다.

독거어르신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

주거환경개선비 500만원

80세, 전세집이 경매로 날아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정구에 살고 계신 이복자(가명) 할머니는 올해 80세입니다. 일을 쉰 날은 손꼽을 정도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나가 한푼 두푼
차곡차곡 번 돈으로 얼마 전 전세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만 경매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전세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일만 남았습니다.

아름다운가게 통해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
당장 내 몸 하나 기댈 곳 없는 현실에 하루 하루 걱정하며 지내고 있을 때, 지역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아름다운가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셔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매일 버스와 지
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일이 힘들지만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청소년의 발달 지연 치료비 지원

의료비 500만원

엄마 혼자 버는 돈으로 제 치료비를 대기에는 무리예요.
현철(가명)이는 고1 남학생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넉넉지 못해요. 현철이의 고민은 다른 친구
들보다 현저히 작은 157cm키입니다. 생리학적 발달 결여(질병분류번호 R62.8)로 인해 성장판이 일부 닫혀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또래에게 왕따를 당하는 등 마음에 상처도 큽니다.

저도 키가 클 수 있다네요!
구청의 추천을 받아 아름다운가게는 현철이의 치료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료 후 6개월 현재, 현철이의 키가 목표로 한
162cm를 넘었다고 합니다. 최대 5cm 는 더 클 수 있다는 소식에 현철이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키가 커지면서 현철이의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우울하지도 않고 또래관계도 훨씬 좋아져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이의 어머니도 자식을 치료해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기회’
라는 소중한 선물, 감사합니다.
지원이 쉽지 않은 키성장과 교육비 지원을 통해 좌절된 욕구에‘기회’
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다문화가구 주거지원, 장애인 생활용품(기저귀 및 물티슈) 지원, 청각•언어장애인
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비 지원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큰 희망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나눔, 곧 희망입니다.”

소외아동 정서지원 사업
아동학대 사례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신체학대나 아동유기 등은 감소하는 반면‘방임’
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아름다운가게는 빈곤, 가정해체, 질병, 장애 등의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
연 1회, 특기교육과 정서치료,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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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15. 1 ~ 2015. 12

지원금액

139,010,000원

지원대상

73명 (전년도 연속지원자 27명, 신규 지원자 46명)

지원연령

8세 (초1) ~ 18세 (고2)

지원내용

특기적성 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활동

특기적성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도록 지원하였고,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자신감 및 자기표현 향상,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신이 원하는 특기적성 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장기적으로 진로탐색 및 특기개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진활동을 통해 가족체계 지원이 이루어졌고, 가족친밀감 향상, 관계개선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희망이
희망(가명)이는 작년부터 섬김의 집에서 함께 하게 된 9살 친구예요. 방과 후 센터에 오는
일정이나, 복지관 언어치료 등 규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은 성실하게 참여하지만
자기표현이 많이 부족하죠. 자기표현이 전혀 없어 또래와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싫은 것, 좋은 것, 화나는 것도 전혀 표현하지 않아서 지금 보다 앞으로 학년이 높아지면
더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자기 표현을 배우게 되었어요.
희망이는 아름다운가게‘소외아동 정서지원 사업’
을 통해 1년 전부터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자기표현이 어려운 희망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그림을 이용해서 자기표현 방법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었지요. 처음 미술학원을 갔을 때는 낯선 환경에 대소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적응을 어려워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에 재미를 느끼고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표현 능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희망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며 상장을 고이 보관해 가셨어요. 그림을 통해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희망이를 보며 다양한 활동의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점진적인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이가 그림대회에서 그린 그림

“소외아동정서지원사업은 소외되고 위축된 아이들에게
꿈과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섬김의집 지역아동센터장, 서울)

맛있는 방학 쿡방
방학 중 급식비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합니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테마 요리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아동의 편식 습관 개선 및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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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15년 여름, 겨울 방학

지원금액

130,000,000원

지원대상

전국 60개 지역 지역아동센터 (총 1,479명 아동)

지원내용

주4회 급식지원 및 주1회 테마요리과정 지원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성장기 결식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인데요, 균형 잡힌 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밝아졌습니다.

직접 요리를 만들어 가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 및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내주시며,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습니다. 대학생 및
시니어 그룹에서 지역아동 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지속적 연계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테마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나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부모님의 수고를
깨닫고 음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홀몸어르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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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쿡방 사업 효과 논문 발표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평가’논문이
실렸습니다. 본 논문은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권수연 교수가
맛있는 방학 쿡방 사업을 토대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
에서 권수연 교수는“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되는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은 아동의 편식을 개선하고, 식생활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권수연, 여윤재 (2016)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급식 및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평가,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pp.223~229>

아름다운가게 만들기
아름다운가게 매장은 단순히 헌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 곳곳
아름다운가게 매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새로운 매장개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첫번째 매장을 위한 씨앗기금에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서대문가재울점은‘아름다운가게 만들기’기금에 참여해 주신 157명의 기부자들의 씨앗기금이 바탕이 되어
2015년 9월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증품을 수거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서대문구의 소외 이웃의 자립을 위해 사용하게 될 서대문가재울점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에서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생활 문화 만들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서대문가재울점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 (북가좌동 449) 1층

전화 02)302-2773

| 국내나눔
지원금액

14,017,997원

사용기간

2015년 9월

사용내용

아름다운가게 서대문가재울점 인테리어 비용 (신규매장 오픈비용)

나마스떼 갠지스
갠지스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자
많은 사람들이 매년 대형 홍수로 인해 생명과 생계의 위협을 견디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나마스떼갠지스는 갠지스강 유역 주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생계지원을 위한 농업기술교육과 여성 및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마스떼 갠지스 in 네팔

나왈파라시 지역은 상업적인 쌀 생산이 큰 지역이지만

나왈파라시 여성 농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네팔 서부 저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 기술이 발달
하지 않아 소규모 자작농들의 사업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의 이동 및 경제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여성이 독립적으로 생산물을 판매하

| 해외나눔

는 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원기간

2014. 1 ~ 2015. 12

나왈파라시 농촌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습

지원금액

41,806,080원 (GBP 285,000)

니다.

2014년 ~ 2015년까지 농업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써

| 활동내용

| 프로젝트 성과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성과

정미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63,000파운드(한화 약 9500만원)를 대출 받았습니다.

판매
연간 판매목표의 85%를 달성. 2015년 3월~9월까지 4배 이상의 매출
수입 증가, 총 158,000파운드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경영인과 재무담당자 채용

마케팅과 브랜드 개발
새로운 쌀 포장 디자인 도입에 고객의 반응에 좋았습니다.

정미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경영인과 재무담당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사업계획과 경영
안정적인 금융투자를 받게 되고 정기적인 월간 재무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사회적 성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수익이
안정화된 정미소 현장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
시장수요, 가격 책정, 고수익 창출을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협동조합들은‘One Window Shop’을 열어
매장 매니저들과 농부들에게 기술지원을 하는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나왈파라시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수입증가뿐 아니라 여성의 리더십이
향상 되었습니다. 여성 농부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 변화
벼 강화시스템 기술훈련을 통해 1년만에 생산성을 2배 상승시켰습니다.
늘어난 수입은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성 농부들의 협동조합 참여 증가
전체 회원수가 500여명 늘어났으며 그 중 88%가 여성입니다.
사회적 지위 제고
협동조합 주요 경영 보직 중 1/3을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네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나마스떼 갠지스 in 방글라데시
여성농부들의 고추 재배 사업 지원

| 해외나눔
지원기간

2014. 1 ~ 2015. 12

지원금액

41,806,080원 (GBP 285,000)

방글라데시 가이반다 지역은 우기에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빈곤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고추 특화
산지인 이곳의 생산자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제한되고, 농부로 인정
받지 못하며 농작물을 판매가 수입으로 연결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직업을 인정
받아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 활동내용

| 프로젝트 성과

농업생산기술에 대한 훈련

판매
1년간 약 100톤의 고추를 판매하여 104,000파운드 매출을 달성하였습
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지원
가사 및 육아 문제를 해결 지원

자금대출
장비 구입과 영업비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농부들은 생산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수확기 이후의 활동들을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보다 생산량이 15% 증가하였으며 고추의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사와 무보수의 돌봄 책임을 둘러싼 문제들을 처리하고,
그들에게 훈련, 신용 그리고 방수지 같은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름다운 이야기
이자 바누는 갑가치 마을(Gabgachi char)의 30개 고추 생산자 팀을 이끄는 회장입니다.

나는 언제나 고추밭에만 있었습니다. 내 소유의 작은 밭이나 빌린
땅에서 고추를 길러왔죠.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성들도
고추의 판매와 유통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성장했으며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이자 바누(Isa banu), 42세

본 프로젝트는 Ox fam GB와의 협력사업입니다

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북부의 라오까이주 산간 지역은 전국에서 학교 출석률과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소수민족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베트남 소수민족 아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미래의 꿈을 위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해외나눔
사업기간

2014. 12. 15 ~ 2015. 12. 15

지원액

125,000,000원 (GBP 68,000)

| 취지
아름다운가게는 영국 옥스팜 OXFAM GB을 통해, 베트남 소수민족 어린이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굿모닝 베트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수 년간 수 천 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특히 라오까이 Lao Cai , 트라빈 Tra Vinh ,닥농 Dak Nong 지역의
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아동중심교육방법론 CCM/ child-centered methodology의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소수민족 여자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옥스팜 베트남 지부는 이 모델의 국가적인 확대를 위해서 베트남 정부의
라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써 닌투안 Ninh Thuan
교육훈련부 MOET와 협의하였고, 현재는“나의 권리, 나의 목소리 MRMV / my right, my voice”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시민 권리의 회복을 독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내용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10개의 학교를 통해 3,975명의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최초 목표인 1,200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3개 학교에서 추가로 활동을 진행하여, 총 10개의 학교에서
‘나의 권리, 나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소수민족 아이
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배경과 관련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존의 강압적인 훈육 방식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어린이와 선생님
서로 상호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보고 기간 동안 우리는 지역
사회의 학교를 통한 메시지들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숫자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고무적인 것은, 베트남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교육훈련부가
본 프로그램의 핵심 모델인‘어린이 포럼과 언론인클럽’
을 닌투안
전 지역의 학교에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이 베트남의 공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나마스떼 갠지스 프로젝트와 굿모닝 베트남 프로젝트는 2015년말을 기점으로 OXFAM GB와의 협력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난민의 자립과 베트남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서관
교육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해외 저개발국 마을에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아름다운도서관을 통해 주민들은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책은 물론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해외나눔
지원기간

2015. 7 ~ 2017. 8

지원금액

23,706,839원 (USD 21,340)

개관일

2015. 11. 23

아름다운가게는 2009년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1호를 시작으로
교육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해외 저개발국 마을에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호까지
건립되었으며, 2016년 8월말, 10호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커뮤니티 도서관은 이곳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연구, 조사 이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과 교육이 가능해졌어요.”
- Ms. Marivel Caasi(사서)

| 취지
필리핀 팡가시난주 볼리나오 산티아고섬은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약 8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에 위치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잡아
생계를 꾸립니다. 하루 수입은 4000원~5000원 정도로 마닐라의
일일 최저임금인 1만원에 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누릴 기회가 거의 없고 책을 접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아름다운도서관 9호는 이러한 산티아고섬에 희망을 심는 일은 책을
함께 나누고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 되었습
니다.
아름다운도서관 서가

| 내용
도서관 9호는 패션 매거진,‘싱글즈’
의 후원을 받아 설립 기금을 조성
했습니다. 학생, 전문가, 주민들 등 산티아고섬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생주도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건립 되었습니다.
544종의 서적들과 저널, 참고 문헌 등 책 약 2,000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형 PC 10대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도시에서 고등
교육을 받고자할 때,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이 학습과제를
탐구하거나 외부세계 및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지속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

‘도서관 운영•관리 교육’
‘컴퓨터
,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결과
도서관 초기에는 주 5일로 운영되었으나‘도서관 운영•관리 교육’
을 실행한 이후, 학생들의 자원활동으로 주말에도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빅토리 초등학교 학생 244명과 선생님들, 이웃 바랑가이(마을) 중등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은 교육에
필요한 기본 서적 및 동화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교육에 필요한 참고서적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커뮤니티 어민
들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5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높은 교육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네팔대지진
2015년 4월, 발생한 네팔대지진으로 피해 규모가 심각했지만
구호활동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규모가 큰 지역은 국내외 구호단체의 지원이 집중되었으나
산간지역은 구호활동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신두팔촉’
‘다딩’
,
‘누와꼬트’
,
의 산간지역에 긴급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긴급구호
지원기간

2015. 5 ~ 2016. 6

지원금액

309,301,441원 (1~3차 지원)

1차 긴급지원 ‘신두팔촉-헬람부’,‘다딩’

섬주민들에게 솔라패널을 전달하는 모습

2차 긴급지원 ‘신두팔촉, 누와꼬트’

완공된 임시학교

통신을 위한 솔라패널 패키지 전달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솔라패널은 네팔의 피해마을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으로써
내부의 상황을 외부로 알리고 각종 전자제품과 조명 사용을 가능
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품입니다. (11개마을*656가구 지원)

신두팔촉의 토카파 VDC, 보치파 VDC, 누와꼬트의 쿠마리 VDC
4동과 8동에 각각 1개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더불어 다양한 커뮤니티 교육과 활동들을 진행하며
지진 이후의 커뮤니티 재건을 지원합니다.

붕괴된 기숙사를 대체할 임시공간 마련
멜람치걍학교는 헬람부 지역에서 학구열이 높기로 유명한 학교로
유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학교와 기숙사가 붕괴되어 약 256명의 학생이 공부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임시로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텐트 15개와 텐트용 매트리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식수 공급을 위한 물파이프 설치

임시학교 건립 ‘누와꼬트’
지진으로 인해 156명의 학생이 다니던 Bardevi Lower Secondary School 학교가 붕괴되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학생들을 위한
임시학교를 건립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건립‘신두팔촉’
무너진 농산물 집하장을 재건하여 네팔 신두팔촉의 주 산업인
농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물파이프가 훼손되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던 멜람
치걍 마을의 139가구에 물파이크 교체 작업을 통해 안전한 식수와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3차 긴급지원 |‘신두팔촉, 누와꼬트, 러수와’등
‘다딩’
지역 긴급구호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파트너 기관, 파야네팔은 지역정부와 공동
으로 다딩지역에 식량, 방수포, 식수 등 구호물자를 1차적으로 배분
하였고, 다딩 카리 지역 및 도라 지역의 18개 초등학교(학생 1,234
명)에 학용품 세트(가방, 공책, 문구류) 755개를 배분했습니다.

겨울용 이불지원 (7,363가구)
현대백화점 특별전 수익금 및 기부금 약 8000만원, 아름다운가게
긴급구호 모금액 약 7300만원으로 7,363가구에 겨울용품을 지원
하여 네팔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의 참여

4,302명의 일시.정기 기부자님께서 함께 나눔을 실천해주셨습니다.

기증품

놀라운가게 누적수

1,853만 5,368점

일시·정기 기부자

194개

물품 구매자

자원활동가

4,302명

16,402명

244만 9,227명

연도별 기증량 (단위: 점)

8,6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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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의 나눔

기부금 및 사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44억원의 나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4억원 (4,352,880,700원)

수익나눔

국내: 개인 7,345명 / 단체 394개 해외: 개인 42,452명

나눔교육

나눔장터
개최 횟수 79회 ㅣ 물품 순환 110만 6,740점

진행 횟수 252회 ㅣ 나눔 전파 대상 8,820명

3,641,035,447

4,063,164,281

3,099,066,799

4,111,796,444

4,551,140,906

4,352,880,700

2007

3,334,354,101

2006

2,621,063,464

2005

2,266,081,797

2004

1,504,587,906

466,325,079

83,173,676
2003

1,862,464,833

연도별 나눔액 (단위: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난 한 해의 나눔

국내 나눔사업 3,964,732,003원
해외 나눔사업 388,148,697원이 사용됐습니다.

나눔사업 구분 | 국내 나눔

01

정기 수익 나눔
지역 소외이웃 지원(희망나누기),
홀몸어르신 현물배분(나눔보따리) 등

02

수시 나눔 | 긴급구호 등

03

기획 나눔

04

나눔장터 기부금 나눔

05

협약운영매장 수익 나눔

06

현물 나눔

위기가정, 사회혁신기업가(뷰티풀펠로우) 지원 등

방학 중 급식지원 등

나눔사업 구분 | 해외 나눔

01
02

수시 나눔 | 긴급구호 등
테마 나눔
지역 소외이웃 교육(굿모닝베트남),
커뮤니티 지원(아름다운도서관) 등

총합

3,964,732,003원

2,317,218,799 원
617,600,339 원
493,156,791 원
259,368,711 원
228,957,950 원

48,429,413 원

총합

388,148,697원

217,475,518 원
148,651,005 원

03

기획 나눔 | 생산자 자립지원 등

04

현물나눔

3,168,000 원

05

기타 나눔 | 해외매장, 지식나눔 등

2,970,500 원

15,883,674 원

수입과 지출

작은 냇물이 큰 강을 이루듯,
여러분의 나눔이 모여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단위: 원)

2015 수입 내역
12%
69%

총

31,526,569,443원

2015 지출 내역

17%
14%

총

47%

30,810,344,878원

기증물품 매출액

21,782,210,203

기증물품 수입

3,923,392,772

공익상품 매출액

1,732,017,573

나눔 지정기부금

1,374,706,526

사업외수입

784,532,691

기타 목적사업수입

508,421,810

재활용디자인제품 매출액

323,041,762

현물기부금

308,408,825

재사용나눔가게 사업후원금

254,863,509

목적사업 후원금

210,273,432

공정무역상품 매출액

208,087,386

기타 수익사업 매출액

116,612,954

재사용나눔가게 운영관리비

14,613,076,147

재사용나눔가게 되살림 관리비

5,275,735,418

나눔사업비

4,352,880,700

공익상품 유통지원 사업비

1,598,404,049

목적사업 관리비

1,376,133,291

사무처 운영관리비

1,230,381,875

공익문화확산 사업비

1,128,707,824

재사용사업 운영관리비

700,183,327

재활용디자인활동 사업비

283,174,424

공정무역활동 사업비

159,438,494

법인세비용

56,280,925

사업외비용

35,948,404

전화모금 결과보고

맛있는방학 쿡방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저소득가구 어린이들의 건강한 방학을 위해 6월 한 달 간 전국 기증
천사님을 대상으로 전화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올 해 역시 많은 기증천사 여러분께서 반갑게 전화를 받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셨는데요. 55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맛있는방학 쿡방’의 취지에 공감하셔서
아이들의 건강한 방학을 위한 기부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기부해 주신
기금 중 일시기부금은 2016년 겨울 방학의 급식지원비로 배분되며, 정기기부금은
매달 차곡차곡 모았다가 매 방학마다 급식지원비로 사용됩니다.
올 여름,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28개 기관에 총 5,200만원의 기금을 나눌 수 있었습
니다. 선정된 28개 기관은 지역아동센터 중 지원이 시급하고 요리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자 여러분의 소중한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규모금 안내

신규 모금사업 런칭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매년 전국에서 약 2000명의 만 18세 청소년들이 기댈 곳이 없는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보육원 퇴소 청소년’
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없어 보육원에서
성장했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양육능력이 없어 보육원에 맡겨졌던 아이들인데요,
만 18세 홀로서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도 힘들고 때로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2010년부터 서울 관악구‘관악자명점’의 수익금 전액을 보육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배분해 왔습니다. 2015년까지 약 1억 1200만원의
기금을 주거비, 긴급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을 하다가, 바로 2016년 올해부터
많은 분들의 열망을 담아 전국 모금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
적인 기부참여가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들을 돕기 위한 또 하나의 특별 매장
개설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놀라운가게 소개

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한 놀라운가게 이야기
놀라운가게는 수익의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국내외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멤버십 기부프로그램입니다.
매달 일정액을 꾸준한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카페, 식당, 병원, 학원, 온라인 샵 등 놀라운가게가
2016년 8월 현재 194호에 이르렀습니다. 와우!

아

름

다

운

가

게

와

함

께

하

는

나

눔

파

트

너

놀라운가게의 업종과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올해는‘놀라운가게 택시1호’
가
탄생했습니다. 30년 무사고 운전 개인택시기사 김진수 기부자님이신데요, 김진수
기부자와의 인연은 매우 오래이고 특별합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아직 매장도 이름도
없던 시절이지요. 안국동 돌담 길 아래서 주변의 기증받은 물건을 팔던 당시,
거리에 관계없이 기증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도움을 주시면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택시 영업 중이신데도, 잠시 아름다운가게 본부를
놀라운가게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놀라운가게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방문하셔서 변화를 위한 놀라운 나눔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의 기부프로그램 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이벤트 알림
지금 놀라운가게 방문하기 이벤트가 2016년 8월 15일 ~ 2016년 9월 9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가까운 놀라운가게를 방문한 후 사진을 찍어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올려주세요 ( #놀라운가게 해시태그 및 전체공개 필수). 포스팅
건당 5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어 보육원퇴소청소년돕기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놀라운가게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놀라운가게 블로그

blog.naver.com/beautifulcup

아름다운가게 소식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아름다운가게의 벤처기부사업
아름다운가게가 벤처 기부 방식을 도입해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란 불특정 다수에게
자선을 베푸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일종의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벤처 기부 방식은
재정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력도
수익으로 보며 단기간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실제적 사회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기관인
UnLtd-Indonesia를 지원하여 인도네시아 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현지의 잠재력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기뱀장어와 함께하는 제4회 나눔콘서트 희망발전소
아름다운가게와 전기뱀장어가 함께하는 나눔콘서트 희망발전소가
올해로 4회를 맞았습니다. 2016년 10월 30일, 도봉구 플랫폼창동61
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티켓 수익금은 전액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2013년 첫 나눔콘서트는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를 통해 소외아동정서
지원 사업을 후원했고, 이듬해 두 번째 나눔콘서트에서는 네팔 어린이
들을 위한 '아름다운도서관' 기금으로 공연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습
니다. 세 번째 나눔콘서트의 수익금은 지진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네팔의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락밴드 전기뱀장어를 필두로 3-4개의 락•인디 밴드들이
4인조 혼성 락밴드 전기뱀장어
왼쪽부터 황인경(보컬, 기타), 김민혁(드럼), 이혜지(베이스), 김예슬(기타)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화로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발전소를 함께 응원
해주세요.

아름다운가게 기부 Q&A

| 물품말고 현금 기부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매장 수익금에 더하여 국내외 소외 이웃, 복지 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을
위하여 배분합니다.

| 정기기부자가 되면 어떤 예우가 제공되나요?
연말 정산 시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례 사업보고서,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기부자가 되시면 기부
확인서, 안내 책자 및 기념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나요?
홈페이지를 통해 각 프로젝트별 사업 보고를 진행하며, 기부자들께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또한
매년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공익 법인으로서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그 외 아름다운가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매장 운영 및 사무 활동 분야의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

내게는 필요없지만, 누군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품 기증이 가능합니다.

●

개인, 기업, 단체 등과 함께 특별 나눔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사업별 계좌 안내
국내

해외

아름다운희망나누기

156-910018-83904

나마스떼 갠지스

156-910018-57704

소외아동정서지원

156-910018-83904

굿모닝 베트남

156-910018-80004

맛있는 방학 쿡방

156-910018-83904

아름다운도서관

156-910018-82204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

156-910018-83904

아름다운가게 만들기

156-910018-84504

뷰티풀펠로우

162-910010-97704

긴급구호

162-910006-09004

후원신청 및 문의

02)725-8080 / 010-8249-1577

은행 KEB하나은행

l

예금주 아름다운가게

온라인 신청 give.beautifulstore.org

아름다운가게는 재사용품 판매뿐만 아니라 약 4톤의 폐소재를 이용해 업사이클링한 디자인 제품,
73개 단체의 430여 개 공익상품 판매로 환경과 이웃을 위한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소 133-847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 아름다운가게

전화번호 1577-1113

www.beautifulstor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