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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날, 여러분과 함께 만든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신뢰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아름다운가게는 여러분의 기부와 후원, 그리고 봉사의 손길로 총 40억6천

여만 원을 국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금액을 어디에서 어떤 분들을 위해 사용했는지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사랑과 나눔 그리고 그로 인한 결실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011년 한해 동안에도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나눔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지원을 하였고, 

미래세대의 교육 및 정서지원사업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일하러 간 부모를 대신해 방과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나은 환경이 되도록 환경개선사업에 힘썼습니다. 또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특기활동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원을 퇴소하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풀뿌리단체를 선발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펼쳐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사업도 소중합니다. 

세계적 구호단체 영국의 옥스팜(Oxfam GB)과 함께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기후난민의 생활개선 지원 및 베트남 

소수민족 어린이 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개발국의 가난한 농가들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정무역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눔의 결실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헌 물건을 기증받아 40억여 원의 나눔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을까요?

기증품을 건네며 더 좋은 것을 내어주지 못했다고 연신 미안해하시는 기증자님, 중고품이라 충분히 만족하기 

힘든 물건에서 오히려 사람 사는 정을 발견해주시는 구매자님, 기증품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손질하고 진열하는 

전국 7천여 자원봉사자들의 수고가 깃들어 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느 한 분, 어느 한 순간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로 아름다운가게가 문을 연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가게는 모든 나눔의 순간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를 나눴는가를 자랑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나눌지를 생각하며 

늘 겸손하고 바르게 꿈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는글

아름다운가게 상임대표  홍 명 희

2011 아름다운가게 나눔보고서  02 | 03

인사말



작은 참여와 소소한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면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눔 사업 구조도

아름다운가게의 나눔 사업별로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를 원칙으로 세워 사업을 진행합니다. 

*심사는 지역사회와 사회 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나눔 사업 프로세스

나눔과 순환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아름다운가게는 5대 나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나눔 사업 5대 과제

경제 소외 해결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스스로

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미래 세대 지원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기회에서 배제 되거나 

정서적 소외로 맑은 

감수성에 상처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익과 변화 협력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성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하여 아름다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국제개발, 공정무역

해외 저개발국의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그들이 사는 마을이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지원합니다. 

나눔 문화 확산

나눔을 통해 이웃과 관계 

맺고 지역공동체의 일원

으로 참여하는 일이 변화의 

시작임을 일깨우고 나눔과 

참여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

하는 크고 작은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효과적인 나눔 사업을 위해 나눔 사업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나눔 사업 5대 원칙

연구,

수요 조사
기획 집행, 평가공지

사업 수행

(선정단체)
접수 사업 보고심사

지역 공동체 회복

경제 소외 해결

나눔 문화 확산

공익과 변화 협력

미래 세대 지원

구매자

자원활동가
행사 후원

나눔장터, 기증/판매 행사

기부금 모금 및 협찬

아름다운가게 매장 운영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

행사(수시) 배분
공익 생산자 지원

나눔 장터 배분

뷰티플 펠로우 프로젝트 공정 무역 생산자 지원

현물/문화 나눔, 기타 PGM
기금 배분

아름다운 세상테마 매장 배분

우리 동네 희망등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공익/친환경 상품 제조, 유통

공정무역 사업

판매 참여자

공정무역 생산 농가

매장 등 인프라 제공자
기부(기증)처

국제 개발, 공정 무역

나눔 프로그램

재원 마련

참여와 후원

행복한 참여, 즐거운 변화.

아름다운가게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가장 쉽고, 즐겁고, 멋진 방식으로 

행복한 나눔 세상으로 초대하여 즐거운 변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11년아름다운가게 배분 사업

공정성

아름다운가게 나눔 사업은 

기부자와 지원대상이 신뢰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적합성

아름다운가게 나눔 사업은 

아름다운가게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효과성

아름다운가게 나눔 

사업은 우리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중시합니다.

현장성

아름다운가게 나눔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투명성

아름다운가게 나눔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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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250,584원

아름다운가게 나눔 누적 총액 (2003~2011년)

83,173,676원

466,325,079원

1,504,587,906원

1,862,464,833원

2,266,081,797원

2,621,063,464원

3,334,354,101원

3,641,035,447원

 4,063,164,281원

2003~2011년 아름다운가게 수익 나눔 9년

꿈과 감동을 만드는 나눔 농사, 수익 나눔 9년

아름다운가게는 매장 운영 수익금과 나눔 장터(벼룩시장) 운영 등 모금 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금을 

지역 사회의 경제 소외 이웃과 미래 세대의 꿈과 자립을 위해 사용하며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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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증물품 매출

2. 공정무역제품 등 매출

3. 재활용디자인제품 등 매출

4. 사회공익상품 매출

5. 배분지정 기부금

6. 현물 기부금

7. 기증 물품

8. 재사용문화사업 후원금

9. 기타 수입

1. 기증물품 순환 사업비

2. 공정무역 사업비

3. 재활용디자인 사업비

4. 사회공익상품 사업비

5. 나눔 사업비

6. 공익 사업비

7. 공익사업 운영 관리비

8. 기타 비용

9. 사업비 이월액

보고 기준 : 2011.1.1~2011.12.31
회부 감사 : 우리회계법인

 수입

 28,553,957,672원
 지출     

 28,553,957,672원

➊배분운영사업비 218,296,135원
➋기부기증문화사업비 446,726,337원
➌자원활동사업비 139,148,821원
➍벼룩시장사업비 187,117,876원
➎나눔장터사업비 13,131,577원

➏공정무역사업비 131,899,950원
➐사회적기업사업비 103,321,427원
➑나눔학교사업비 80,104,753원
➒국제사업비 19,130,764원
➓공익사업운영비등 371,306,638원

공익 사업비 / 공익사업 운영 관리비

1,710,184,278원

아름다운가게는 참여자들의 봉사와 기부로 모아진 재화를 공익적인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아름다운가게의 전반적인 운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감사를 거쳐 검토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아름다운가게 살림살이

3,412,650,749원
2. 공정무역제품 등 매출

3,753,462,222원
7. 기증 물품

2,076,508,569원
8. 재사용문화사업 후원금

438,915,045원
9. 기타 수입

441,404,955원
3. 재활용디자인제품 등 매출

562,436,697원
4. 사회공익상품 매출

834,498,556원
5. 배분지정 기부금

648,465,317원
6. 현물 기부금

16,385,615,562원
1. 기증물품 매출

16,446,464,538원
1. 기증물품 순환 사업비

3,043,349,432원
2. 공정무역 사업비

4,063,164,281원
5. 나눔 사업비1,338,877,640원

6. 공익 사업비

371,306,638원
7. 공익사업 운영 관리비

2,114,003,050원
9. 사업비 이월액

72,904,537원
8.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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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07,904원
3. 재활용디자인 사업비

398,979,652원
4. 사회공익상품 사업비



60%

21%

9%

4%

6%

사업별 나눔 내역

장터 운영 수익 나눔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

위아자 나눔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 쫑쫑쫑"

수시 나눔 장터

151,557,244
37,900,100
70,195,414
17,367,800
26,093,930

특별한 나눔

현물 나눔, 문화 나눔

특별 수익 나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기타 나눔

855,982,782 
218,388,517 
355,519,023
235,878,700 
46,196,542 

공익 사업을 위한 나눔

풀뿌리단체 지원 프로그램 "우리동네 희망등대"

사회적기업가 지원 프로그램 "뷰티플 펠로우"

268,000,000 
200,000,000
68,000,000 

해외 나눔

아름다운 세상 프로젝트

해외 긴급 구호

공정 무역

351,531,256
285,865,482
41,635,065
24,030,709 

[단위 : 원]

매장 운영 수익 나눔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정기 기획 배분)

나눔 테마 지정 매장 운영 기금 사업 

2,436,092,999
2,282,096,709

153,996,290

9,595,000점의 기증품

328,008,958원의 기부금

7,000명이 함께한

612,441시간의 자원활동

1,931,400명의 구매천사

4,063,164,281원 나눔

7,396명의 개인과 524곳의 단체에

마음을 담아 기증하고 구매한 1,500만 점의 나눔 씨앗들을 7,000명의 자원봉사자가 

60만 시간의 땀과 헌신으로 가꾸어 7천여 명의 이웃에게 희망의 새싹을 선물하였습니다. 

2011년 세상에서 가장 값진 

40억 원을 나누었습니다

2011 아름다운가게 나눔보고서  10 | 11



2011년 희망나누기 

배분 영역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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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꿈은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는 아름다운가게 전국 매장의 수익을 매장이 있는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정기 수익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저소득층의 개인과 공익 단체를 지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소외 아동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2,282,096,709원
지원 영역  지역의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층의 의료비, 주거 환경 개선비, 학비, 특기적성 등

지원 대상 개인  1,277명 수급자 670명, 일반저소득 616명, 차상위 252명

 단체  90단체 아동, 다문화, 장애, 지역일반, 풀뿌리, 노인, 기타

기금 조성 (참여자) 아름다운가게 매장 운영 수익금 (물품 기증자, 구매자, 매장 활동천사, 행사 참여 기업),

 기부금 (개인 및 단체 기부자, '놀라운가게' 기부자 등)

매장 운영 
수익 나눔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정기 기획 배분

2011년 희망나누기 배분 대상

희망나누기 2003년~2011년

[단위 : 억원]

1
2003년

3

2004년

10

2005년

11

2006년

13

2007년

15

2008년

18

2009년

20

2010년

23

2011년

45%
수급자

21%
일반저소득

19%
차상위23%

저소득 아동 학습지원비

10%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비

22%
저소득 아동 학비

5%
저소득가구 
  의료비

40%
저소득 아동 특기적성 교육비

15%
단체



2011년 나눔 테마 지정 매장 운영 기금 사업 배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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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는 소외 문제 해결과 공익 활동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중 특별한 주제를 정해  운영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논현점은 어르신들의 보장기구를 지원하고 헌책방 수익은 기부문화를 연구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합니다. 

개봉점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센터 운영을 돕고, 관악자명점은 보호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2011년 나눔 테마 지정 매장 운영 기금 사업

 153,996,290원
지원 영역  지역의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층의 보장기구, 

 정서지원,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 연구

기금 조성 (참여자) 논현점, 헌책방, 개봉점, 관악자명점 운영 수익금 

 (물품 기증자, 구매자, 매장 활동천사, 행사 참여 기업)

나눔 테마 지정 매장매장 운영 
수익 나눔

나눔 테마 지정 매장 운영 기금 사업 2009년~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논현점

헌책방

관악자명점

개봉점

[단위 : 원]

100,000,000

50,000,000

0

30,995,000원

개봉점

개봉 지역 청소년센터 지원 13,750,000원

관악자명점

보육시설 퇴소 아동 자립 지원

76,591,510원

논현점

저소득 노인 보장 기구 지원

헌책방

32,659,780원
기부문화 연구, 도서관 기금



2011년 장터 운영 수익 나눔 배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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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훌쩍 커버려 입을 수 없는 아이 옷, 충동구매로 사고 나서 안 입는 옷, 그리고 그 동안 숨겨 놓았던 장사 

수완이 이웃의 삶에 드리운 그늘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에는 따뜻한 장돌뱅이들이 모여 펼치는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 쫑쫑쫑, 가을 하늘 아래 펼치는 위아자 나눔장터, 주말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는 뚝섬 나눔장터, 그리고 수시로 열리는 장터 등 행사에 참여한 판매 천사님들이 수익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모인 기부금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합니다.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 위아자 나눔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 쫑쫑쫑", 수시 나눔 장터

장터 운영 
수익 나눔

 2011년 장터 운영 수익 나눔

 151,557,244원
지원 영역  소외아동 교육 및 환경 지원, 방학중 급식/어린이독서문화 지원, 

 장애아동의 정서 지원

기금 조성 (참여자) 장터 참여자, 참여 기업, 후원 기업

37,900,100원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

방학중 급식/
어린이독서문화 지원 17,367,800원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 쫑쫑쫑"

장애아동의 정서 지원

70,195,414원

위아자 나눔 장터

소외아동 교육 및 환경 지원

26,093,930원

수시 나눔 장터

기타 장터 주제에 따른 지원

장터 운영 수익 나눔 2009년~2011년

[단위 : 원]

100,000,000

50,000,000

0

위아자 나눔 장터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 쫑쫑쫑"
수시 나눔 장터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현물 나눔, 문화 나눔 배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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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아니라 안 쓰는 물건으로도, 잘 차려진 공연으로도 나눔의 감동이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가게가 특별한 것은 참여하는 방법이 쉽고 다양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나누는 방법도 참여하는 

방법처럼 다양합니다. 돈으로 자립이나 생계를 돕기도 하지만 필요한 물건을 직접 전달하여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객석을 평소 공연을 볼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합니다. 

현물 나눔, 문화 나눔특별한 나눔

 2011년 현물 나눔, 문화 나눔

 218,514,017원
지원 영역  소외 계층 문화 활동 지원 , 소외 계층의 필요한 물품 지원 

 (지정 기부 물품, 재사용 기증 물품) 

기금 조성 (참여자) 공연, 영화 제작사, 극장, 기증 천사, 대량 기증 기업

현물 나눔, 문화 나눔 2009년~2011년

275,518,900원 

195,176,288원 
218,514,017원 

2009년 2010년 2011년

125,500원
재사용 현물 나눔 

(국외)

159,090,517원
지정 기부 현물 나눔

17,169,400원
재사용 현물 나눔 

(국내)

42,128,600원
문화 나눔



2011년 특별 수익 나눔 사업별 배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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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물건에는 새 생명을 주고 이웃에게는 희망을 나누는 1석 2조 이벤트!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구매와 동시에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가게에서는 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립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동호회나 소모임의 나눔 프로그램으로 함께하여 특별한 나눔 행사를 

열고 파트너와 협의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을 나눕니다.

특별 수익 나눔특별한 나눔

 2011년 특별 수익 나눔

 355,519,023원
지원 영역  저소득가구 긴급지원, 지역단체 지원, 공익 단체 프로그램 지원, 

 소외 아동 정서 지원

기금 조성 (참여자) 기증과 자원봉사로 함께한 기업ㆍ단체, 구매 천사, 활동 천사, 

 사노피 아벤티스, UPS, (주)화승

특별 수익 나눔 2009년~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아름다운가게 매장 행사

(주)화승 기금 / UPS 기금

내 마음의 초록산타 기금 (사노피 아벤티스)

움직이는 가게

[단위 : 원]

300,000,000

100,000,000

200,000,000

0

움직이는 가게 내 마음의 초록산타 기금

(사노피 아벤티스)

69,540,697원
만성난치성질환 환아 

정서 지원 사업

아름다운가게 

매장 행사

UPS 기금

10,000,000원
아동 환경 교육 

지원 사업

(주)화승 기금

10,000,000원
지역아동센터 

체육활동 지원 사업

25,046,554원
공익 단체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가구 긴급 지원, 

지역단체 지원

공익 단체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가구 긴급 지원, 

지역단체 지원

240,931,772원



2011년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배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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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정말 필요한 것은 쌀과 생필품보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입니다. 

매년 설날 일주일 전에 찾아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해 드리는 행사입니다. 

차량 동호회와 기업, 가족 등으로 구성된 배달 천사들이 함께하고 아름다운가게 임직원과 활동천사들이 모여 

보따리를 준비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특별한 나눔

 2011년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235,878,700원
지원 영역  저소득 독거 어르신 등

기금 조성 (참여자) 매장 수익 중 일부 (기증과 자원봉사로 함께한 기업, 단체. 구매 천사, 활동 천사, 

 그리고 당일 함께하는 배달 천사 여러분)

2011년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지역별 나눔 가구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2004년~2011년

110
강원

235

2011년

495

대전
충청

223

2010년

215
대구
경남

194

2009년

325

164

2008년

1,325

부산
경남

114

2007년

540

140

2006년

1,051

경기
인천

69

2005년

1,439

서울

41

2004년

[단위 : 가구] [단위 : 백만원]

전주
전북

광주
전남

46%
독거어르신

19%
조손가구

12%
모자가정

11%
기타

4%
부자가정

2%
어르신부부

2%
독신가구

3%
부부자녀

가정

1%
소년소녀가장



교육공동체 제프 경제적/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10대 청소년들의 생각을 실현하는 장을 만든다.

난민 인권 센터 지역사회와 난민들의 자연스러운 교류의 기회를 제공

노원골 사람들 주민참여형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조직확대 및 주민역량을 강화

달팽이 미디어 도서관 결혼이민자들과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의식형성에 기여

도봉 시민회 시민의 참여가 지역을 바꾸는 가장 유력한 통로라는 것을 지역사회가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지역주민들과 세시풍속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

민중의 집 동네 할머니들의 재능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관계망을 회복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동네, 건강, 서로 돌봄에 관심있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조합원, 주민을 키운다.

난곡 주민도서관 새숲 지역 자치 담론 형성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을 통해 형성된 마을공동체와 인적자원의 성장으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

성산2동 작은 도서관 도서관을 거점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맺기

열린 사회 북부시민회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향상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주민의 힘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함께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가 함께 웃는 마을 공동체 문화 공간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 대안적 생활양식을 고민하고 실천함으로 나, 우리 그리고 마을 공동체 만들어가기

톡투미 이주여성의 공동사업인 도시락 판매 사업으로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도를 높여 이주여성 커뮤니티 공동체의 복지향상에 기여

파주 생태문화교육원 농사 길라잡이 양성으로 체험교육의 파라다임 바꾸기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마을영상사업단 <미디어 사람풍경>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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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단체 지원 프로그램 “우리동네 희망등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이웃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지역의 작은 변화

를 만들어 가는 일, 나 자신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아름다운가게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응원합니다. 

우리동네 희망등대
풀뿌리 단체 지원 프로그램

공익 사업을 
위한 나눔

 2011년 우리동네 희망등대

 200,000,000원
지원 영역  풀뿌리 단체, 공익 단체 프로그램 지원

기금 조성 (참여자) 매장 운영 수익 (기증과 자원봉사로 함께한 기업, 단체. 구매 천사, 활동 천사)

2011년 우리동네 희망등대 미션

우리동네 희망등대 2009년~2011년

81,151,5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사회적기업가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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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플 펠로우 프로젝트와 공익 상품 생산자 지원 프로그램

소외된 이웃의 삶을 돌보고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긴 호흡과 장기적인 전망으로 변화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사회 변화 의지와 경쟁력있는 

솔루션을 가진 사회적기업들, 그리고 마음 착한 비즈니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공익 상품 생산자들과 

즐겁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지원 프로그램
뷰티플 펠로우, 공익 상품 생산자 지원

공익 사업을 
위한 나눔

 2011년 뷰티블 펠로우, 공익 상품 생산자 지원

 68,000,000원
지원 영역  (예비) 사회적기업가, 공익 상품 생산자

기금 조성 (참여자) 매장 운영 수익 (기증과 자원봉사로 함께한 기업, 단체. 구매 천사, 활동 천사),

 GS SHOP의 공익 상품 생산자 협력 씨앗 기금 

뷰티플 펠로우 프로젝트

뷰티플 펠로우는 제2, 제3의 아름다운가게를 만들어 낼 역량을 가진 사회적기업가를 말합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우리 사회 재사용 문화에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환경, 인권, 교육, 문화,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아름다운 사회적기업가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5명 내외의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하여 3년 간 생활비를 지급하고 해외 연수 등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2011년 펠로우 소셜 미션

강성태 (공부의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청소년 1:1 멘토링

유영석 (업스타트) 사업비 개발이 어려운 창의적 프로젝트 후원를 위한 신개념 모금 모델 추진

유호근 (희망동네) 도시형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한국의 몬드라곤(협동조합기업) 설립

진재선 (우리마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로 농촌 일자리 창출

48,000,000원
뷰티플 펠로우 프로젝트

20,000,000원
공익 상품 생산자 지원



아름다운가게 해외 나눔사업은

전세계의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및 식량, 교육, 건강 등의 문제로 고통 받는 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아름다운가게 해외 나눔사업의 영역은

자립경제를 위한 거래, 식량, 교육, 건강, 인도적 지원입니다.

아름다운가게 해외 나눔사업 3대 영역과 방향

아름다운가게 해외 나눔사업 5가지 원칙

차별 금지 원칙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의 차별 금지  

자립 우선 원칙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자립사업 우선 추진

협력과 연대 원칙 

국내외 파트너, 현지 사

회 구성원과 협력, 연대

책무성 원칙

투명성과 모든 이해관

계자들과의 관계의 균

형 형성

효과성 원칙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

업의 효과성 증진

지역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공정무역 

지원사업 

자립, 역량강화

긴급구호 사업

신속,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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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름다운 세상 프로젝트 

사업별 배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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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세상 프로젝트 2007년~2011년

[단위 : 백만원]

나마스떼 갠지스! 굿모닝 베트남! 아름다운 도서관!

‘아름다운 세상 프로젝트’는 기부자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돕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네팔 다이레크(Dailekh), 다델두라(Dadeldhura), 

그리고 네팔 누와꼬뜨 주 트리슐리 지역 콜로니 마을, 방글라데시 차르(Char),하오르(Haor) 베트남 라오까이주. 

이름은 생소하지만 아름다운가게로 모인 정성이 멀리 이곳에까지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조직과 

함께 주민들의 자립과 소수 민족의 교육을 지원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 도서관을 가꿔가는 이들을 돕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프로젝트해외 나눔

 2011년 아름다운 세상 프로젝트

 285,865,482원
지원 영역  네팔 및 방글라데시 갠지스강 유역 재해지역 재난대비 및 생계 지원, 

 베트남 소수민족 아동의 기초 교육 지원, 커뮤니티 도서관을 통한 교육 및 지역 역량 강화 지원

기금 조성 (참여자) 기부금 (개인 및 단체 기부자, '놀라운가게' 기부자 등), 아름다운가게 운영 수익 중 일부

285

2011년

308

2010년

366

2009년

200

2008년

186

2007년

나마스떼 갠지스 프로젝트 
네팔 및 방글라데시 갠지스강 유역 재해지역 재난대비 및 생계 지원

방글라데시 활동 : 재난발생시 긴급구호, 재난대비 시설 및 교육 지원, 생계

수단 지원 및 기술교육, 지역학교 지원, 커뮤니티 발언권 강화 캠페인 등

네팔 활동 : 농업 및 식수용 관개시설 건설, 종자 및 마을종자창고, 가축 공급, 농업 

및 상업기술 교육, 소외계층(여성 및 천민계층, 소수민족 등) 권익 강화 캠페인 등

굿모닝 베트남 프로젝트 
베트남 소수민족 아동의 기초 교육 지원

베트남 북부 산간지역 소수민족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이 지역정부와 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통해 학교에 갈 기회를 얻게 되고,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중심교수법(CCM) 훈련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됨

아름다운 도서관 프로젝트
커뮤니티 도서관을 통한 교육 및 지역 역량강화

2009년 네팔 화상.소녀 럭시미 의료지원 후 남은 기금으

로 럭시미 및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을 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도서관의 시설보수 및 도서 지원, 교

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

  Photo by Oxfam   Photo by Oxfam

나마스떼 갠지스!

180,662,000원
굿모닝 베트남!

101,793,949원

아름다운 도서관!

3,409,533원

*세계적인 구호단체 Oxfam과 아름다운가게가 함께합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Oxfam과 아름다운가게가 함께합니다.



2011년 해외 긴급 구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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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긴급 구호 2004년~2011년 [단위 : 백만원]

21

41

2011년

107

2010년

0

2009년

92

2008년

38

2007년

63

2006년

45

2005년2004년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 구호
(1, 2차 지원)

지원 지역 : 일본 미아기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

해 큰 피해를 입은 일본지역사회에서도 취약계층인 이민

자나 재일교포, 임산부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

호와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을 내밉니다.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2010년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의료지원이 시급했던 아이티에 콜레라 치료를 위한 3차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해외 긴급 구호

 41,635,065원
지원 영역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 구호, 아이티 콜레라 긴급 지원

기금 조성 (참여자) 시민 모금 참여자

36,565,363원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 구호

5,069,702원
아이티 콜레라 긴급 지원

아이티 콜레라 긴급 지원 (3차 지원)

지원 지역 : 아이티 지진 발생지역 중 콜레라 발발 지역 

(포르토프랭스 외 3개 지역)

2010년 아이티 지진발생지역에 1, 2차 긴급구호에 이어 

2011년 피해지역을 덮친 콜레라 지원을 위한 3차 지원

Photo by Oxfam

해외 긴급 구호해외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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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Fair Trade)은 세계무역과 빈곤의 문제를 가난한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해결하

려는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세계무역에서 소외된 저개

발국가의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몫을 얻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의 삶과 지역사회를 개

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자 파트너쉽 사업 (2011년)
네팔 굴미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 품질 및 조합 운영 개선에 주력

ㆍ네팔 굴미 지역 생산자조합 모니터링 방문 3회 시행

ㆍ수출용 커피 생두 크기 선별을 위한 스크리너 지원

ㆍ스위스 국제개발 NGO 헬베타스 네팔과 협력하여 

   커피품질워크샵 개최

ㆍFLO 지역 담당자 초청 생산자 대상 공정무역 워크샵 진행

원재료 구매량 2010년~2011년

77톤

123톤

2010년 2011년

소셜프리미엄 2010년~2011년

$11,261

$20,013

2010년 2011년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부터 공정무역을 통해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브랜드인 아름다운커피는 네팔, 페루, 우간다의 커피와 카카오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과 공동체발전기금을 보장하고, 품질향상 및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함으로써 거래 파트너십을 통해 소외된 생산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기존 국제무역의 법규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개선 운동과 캠페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정 무역해외 나눔

94톤
커피류 29톤

초콜릿류 $20,013
2011년 

소셜 프리미엄

2011년 원재료 구매 내역

 2011년 공정 무역 나눔

 39,173,019원
지원 영역  네팔 굴미 지역협동조합, 페루 나랑히요 협동조합, 우간다 구무띤도 커피생산자조합

기금 조성 (참여자) 공정무역 제품 판매 수익 적립금, 공정무역 기부금

소셜 프리미엄 
(Social Premium, 공동체 발전기금)
공정무역에서 생산자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개발을 

목적으로 거래 가격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기금

ㆍ구매 대금과 별도로 약 2만불의 소셜 프리미엄 지급

ㆍ생산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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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02년 10월 17일, 아름다운가게의 창립 선언문입니다.

열 번째 생일을 앞 둔 지금 다시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그간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안일함에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지나온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참여자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품 넓은 배려가 한걸음 한걸음 보석처럼 박혀서 

우리의 여정은 빛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행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힘으로 아름다운가게는 다시 더 큰 나눔과 순환을 꿈꾸며 다음 10년으로 나아갑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부족한 곳을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가게가 꿈꾸는 세상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수많은 공동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의 그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쟁과 지배와 허영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다고 믿으며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작은 물건 하나도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라도 다 그 나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

뚫어진 생명의 그물코를 다시 엮는 일,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이슬비처럼 세상을 적시며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일,

바로 아름다운가게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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