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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CJ나눔재단 이사장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CJ나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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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

기부 캠페인 

스페셜 인터뷰

대학생 봉사단

임직원 기부자

교사

재정 보고

2019년 결산자료

CJ도너스캠프가 
문화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꽃피우는 
꿈지기가 되겠습니다

인사말

CJ나눔재단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직후에는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매칭 기부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소외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소외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불평등은 성장 후 진로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이상으로 심각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길목에 선 

오늘날에는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CJ나눔재단은 지난 14년간 그래 온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교육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해법 중 하나를 아동ㆍ청소년기의 

‘문화활동’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단 활동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 

문화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온 CJ만의 문화 기반 창의·인성교육을 

확대·진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CJ 

문화사업 인프라가 기반이 된 양질의 문화체험·특강에 참여했고, 문화 창작을 통해 

창의력은 물론 열린 사고와 자세 등 인성까지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창의력과 인성은 

가장 대표적인 미래인재 역량으로 꼽힙니다.

이밖에 고용취약계층 청년들에게 교육부터 취업 기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아카데미’는 인성교육 과정을 신설, 교육생들이 취업 후에도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며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왔고 그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제6회 CSV포터상 프로젝트 효과성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2019년에도 5만 명에 가까운 기부자들이 CJ도너스캠프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학 결식 아동 지원 캠페인 ‘한끼의 울림’에는 약 9천여 

명이 CJ ONE포인트를 기부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만여 명의 CJ임직원들이 2천여 개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누적 12만여 

시간 동안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앞으로도 CJ나눔재단은 우리 아이들 누구나 동등한 기회 앞에서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꿈지기가 되고, 대한민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CJ나눔재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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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창업이념 ‘사업보국’을 근간으로 1999년 ‘진정성, 지속성, 사업 연계, 임직원 참여’의 실천 

원칙을 세워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 CJ나눔재단 설립으로 본격화되어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CJ도너스캠프를 출범했습니다. 이후 14년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쉽고 즐거운 

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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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희망캠퍼스 선생님 배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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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

아동·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사업 

‘꿈키움 캠프’ 시작

공부방 아동·청소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진로 교육 캠프를 

개최해 진로 개발을 지원

CJ그룹 임직원 봉사단 

‘CJ도너스클럽’ 출범

CJ 임직원이 전국 공부방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문화체험과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봉사활동 전개

2011 2012 2013
국내 최초의 SNS 소셜 기부 

시스템 도입

온라인 모금 플랫폼 

CJ도너스캠프에서 댓글을 달면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쉽고 즐거운 

나눔문화 시스템 도입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꿈키움 대학생 멘토단’ 출범

대학생 멘토단을 교육해 열악한 지역 

공부방에 파견해 학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으로 이끄는 멘토링 진행

창의력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꿈키움 창의학교’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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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인프라를 활용한 쉽고 

즐거운 나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

CJ도너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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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꿈키움 아카데미’, ‘인성학교’ 등 

신규 교육 지원 사업 시작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CJ 취업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아 

탐색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작

‘대학생 봉사단’ 출범

상·하반기 총 248명 모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을 

출범하여 창의학교, 인성학교 멘토단 

체계화

'청소년 문화동아리' 사업 시작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CJ가 보유한 인프라를 

토대로 업계 최고 전문가와 함께 문화 

창작·체험의 기회 제공

아이들의 꿈과 함께 
성장한 CJ도너스캠프 
14년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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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기회

즐거운 나눔건강한 성장
스스로 꿈을 발견하는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웁니다. 
모두가 아이들의 꿈지기로서

나눔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J 
DONORSCAMP

CJ도너스캠프는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합니다

핵심 가치

CJ나눔재단 이재현 이사장의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나눔 철학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쉽고 즐거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핵심 가치

CJ도너스캠프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업 체계

전국의 공부방에서 작성한 공부방 제안서 후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CJ도너스캠프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기회
공부방 제안서 사업

CGV 객석나눔, CJ토월극장 객석나눔, 
CJ ONE 문화나눔, 작은영화관

객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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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쉽고 즐거운 나눔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눔

CJ ONE 포인트로
두 배가 되는 즐거운 나눔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문화•재능나눔 봉사
식품나눔 봉사

CJ 임직원 기부·봉사

아동·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하는 젊은 꿈지기

대학생 봉사단

스스로 꿈을 만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창의·인성 

교육과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

청소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드림어게인

장학사업

꿈키움장학

단체급식•외식, 푸드 서비스, 
커피, 베이커리 생산 전문가 과정

꿈키움아카데미

CJ도너스캠프는 2005년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꿈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지기가 되어 기부자들과 

즐거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전국 공부방 4,700여 

기관에서 기부 회원 39만 명이 아동·청소년 150만 명과 함께 했습니다.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뷰티 부문

창의학교·청소년 문화동아리

교사인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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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 
2019년 주요 성과

CJ도너스캠프는

문화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2019년에도 공부방 지원과 

꿈키움 교육,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꿈꾸는 아이들과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만나 

작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38.6% 
현물 기부금
(5,424,971,040원)

14.6% 
  개인 기부금
  (2,051,716,026원)

46.8%
 

법인 기부금
(6,566,804,770원)

나눔은 꿈으로, 
성장으로, 
즐거움으로
쌓입니다.

누적 지원

2019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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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19년 
누적 지원 내역

150만 명

공부방 지원 아동

1만  6천 건

공부방 제안서

1,532억 원

후원금

14,043,491,836원

2019년 기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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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 꿈키움아카데미’가 12월 4일 ‘제6회 

CSV포터상 시상식’에서 ‘프로젝트 효과성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꿈키움아카데미는 요리, 푸드 서비스, 

생산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직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CJ 계열사로 취업 기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85명의 청년들이 꿈키움아카데미를 

수료하였고 142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투입한 예산 

대비 289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CSV포터상 시상식은 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공유가치를 실천한 기업에게 시상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꿈키움 아카데미는 청년 일자리 연계를 

통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였음을 인정받아 

‘프로젝트 효과성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가 ‘2019 소셜아이어워드’에서 

‘비영리기관 페이스북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셜아이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여는 시상식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 소셜미디어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CJ도너스캠프 페이스북은 젊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감성과 트렌드를 잘 담아내고, 

디지털 콘텐츠 기부 캠페인 ‘마일리지 싸커’, DIA TV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랜선 릴레이’ 등으로 쉽고 

즐거운 나눔을 전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공부방 아동·청소년들의 글과 그림 150편을 

수록한 문예공모 작품집 ‘꿈이 자라는 방’을 

발간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2015년부터 

매년 전국 공부방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키움문예공모전’을 개최하고, 작품집 ‘꿈이 자라는 

방’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판매본을 발행하고 인세는 전액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꿈이 자라는 방은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중요하다’는 믿음 아래 

2013년에 시작한 창의학교를 보다 발전시켜, ‘청소년 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지원사업에는 총 6개 부문, 120개 팀, 1,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220여 명의 멘토단이 4개월 동안 특강, 

문화체험, 창작멘토링으로 함께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창작작품을 선보이는 쇼케이스(Showcase)로 활동을 

마무리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끼의 울림 캠페인은 방학이 되면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CJ ONE 포인트를 

기부하는 CJ도너스캠프의 대표적인 기부 캠페인입니다. 

CJ 계열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며 쌓인 CJ 

ONE 포인트를 기부 받아, CJ도너스캠프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 방학 중에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끼를 

지원합니다. 2017년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2019년 

겨울방학에도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 페이스북 소셜아이어워드 
비영리기관대상 수상

대표 문화교육사업, ‘청소년 문화동아리 
지원사업’ 론칭

꿈키움아카데미 CSV포터상 프로젝트 
효과성 부문 수상

한끼의 울림 캠페인 지속-
겨울방학 결식아동 특식 지원

문예집 ‘꿈이 자라는 방’ 판매본 출간,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추천도서로 선정

1

2

3

4

5



동등한 
기회

꿈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에도 생명은 

가득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품은 꿈의 씨앗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알차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CJ나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부자들과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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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공부방 

선생님이 만든 제안서 1만 6천 건의 지원으로 45만 명의 아이들이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공부방 제안서 
사업

공부방 제안서 사업은 교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방 

제안서를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 올리면 기부자 모금이 진행되고, 모인 기금에 

CJ도너스캠프가 1:1 매칭 기부하여 공부방을 지원합니다. 2019년에는 총 1,139건의 

공부방 제안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공부방 제안서 

사업

2008년부터 CGV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주는 ‘객석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객석나눔을 통해 지금까지 12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영화와 문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객석나눔

전국 CGV극장의 최신 개봉작과 CJ토월극장의 연극ㆍ뮤지컬 등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CJ ONE과 제휴된 우수한 전시회의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과 MOU를 맺고 문화 소외지역에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객석나눔

CJ ONE 문화나눔

작은영화관

공부방 제안서 지원 현황 
*2019년 12월 기준

1,139건

공부방 제안서 지원 프로세스

공부방 제안서 
작성

기부자 
모금 진행

1:1 
매칭 기부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감사 편지 
전달

1 2 3 4 5

객석나눔 *2019년 12월 기준

2019 작은영화관 객석나눔

661기관 14,062명
참여 공부방 참여 아동 

전국 작은영화관 

34개 관

작은영화관 인근 참여 공부방

145기관

참여 아동

3,624명



건강한
성장

꽃으로 피어나는 
아이들

새싹은 관심과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잘 했다는 칭찬, 

부족해도 괜찮다는 

위로, 힘내라는 응원을 

들으며 마음껏 상상하고, 

자신있게 표현하며, 

용기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CJ나눔재단과 

선생님, 멘토, 기부자 

모두가 새싹을 꽃으로 

피워내는 ‘문화꿈지기’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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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발상, 영감으로 작사와 작곡 

·열정으로 노래와 댄스, 연주

·16개 팀 / 참여아동 160명

영화

·상상과 느낌으로 각본 기획 

·끼와 감각으로 연기, 촬영, 편집

·4개 팀 / 참여아동 40명

창의학교 전남

· 문화예술 본고장 전남권의  

문화창작 체험 청소년 교육

· 참여 아동 150명: 

국악(30명), 연극(30명), 영화(30명),  

요리(30명), 음악ㆍ공연 심화 과정(30명)

뮤지컬

·협동으로 대본 및 음악 창작

·열정으로 발성ㆍ연기 퍼포먼스

·4개 팀 / 참여아동 40명

방송

·마음껏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개성있는 유트브 방송 만들기

·13개 팀 / 참여아동 160명

창의학교 
스테이지

창의학교는 ‘문화’를 배우고, ‘문화’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음악, 뮤지컬, 

영화, 방송 부문 교육에 참여했던 꿈나무 아이들이 각 부문별 전문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작품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아동들에게 문화창작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꿈지기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시작되어 2019년 8월까지 교육ㆍ복지 시설의 

아동ㆍ청소년 2,8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문화창작 과정을 

체험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의학교

교육 분야를 ‘음악, 뮤지컬, 영화, 방송’으로 나눠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멘토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12주간의 교육 과정이 끝나면 창작물을 창의학교 

스테이지에서 선보입니다. 전남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창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창의학교 

교육 내용

2,800명

2019년 창의학교 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

음악·뮤지컬

20개 팀 200명

영화·방송 

17개 팀 200명

지역특화 전남

20개 팀 150명

창의학교 총 참여 아동
*2013~2019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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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 부문의 창작 과정은 직접 방송의 아이템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통해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활동입니다.

영화

영화 부문의 창작 과정은 직접 영화의 콘셉트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통해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활동입니다.

요리

요리 부문의 창작 과정은 직접 요리의 콘셉트를 기획하고 

만들며 소중한 사람에게 선보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활동입니다.

패션ㆍ뷰티

패션ㆍ뷰티 부문의 창작 과정은 직접 패션ㆍ뷰티의 콘셉트를 

기획하고 의상을 제작하며 룩북을 촬영하여 선보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활동입니다.

음악

음악 부문의 창작 과정은 직접 음악(무대)의 콘셉트를 기획하고 

창작하여 선보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활동입니다.

공연

공연 부문의 창작 과정은 직접 공연의 콘셉트를 기획하고 

창작하여 선보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활동입니다.

1,200명

청소년 문화동아리 참여 멘토단 / 아동ㆍ청소년

CJ의 문화사업 인프라와 전문가들이 함께 청소년들에게 문화창작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꿈지기 프로그램입니다. 문화를 중심으로 

모인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동아리

청소년 문화동아리 

교육 내용

청소년 문화동아리 

멘토단 역할

전문가 멘토 

40명

대학생 멘토 

174명

마스터 멘토 

6명

문화동아리 구성원들이 스스로 창작 과정을 진행하고 CJ도너스캠프 멘토단은 

서포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드밴스드(Advanced) 과정과 베이직(Basic) 과정으로 

운영되며 2019년 하반기에는 각 30팀, 85팀이 참여했습니다. 쇼케이스를 통해 

창작물을 발표하며, 창작·체험 과정은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와 SNS(YouTube)에 

소개되었습니다. 

마스터 멘토 |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문화꿈지기의 철학과 각 산업의 

트렌드를 교육하고 멘토단과 동아리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문가 멘토 |  각 업계 전문가와 CJ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부문별 작품기획과 

방향성을 코칭하고 특강·체험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멘토 |  분야별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동아리 창작 과정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방송 나영석 PD / 영화 윤제균 감독 / 음악 신승훈 프로듀서 / 공연 김문정 음악감독

요리 김병필 총괄 셰프 / 패션ㆍ뷰티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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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트콤, 드라마, 예능 등 청소년들만의 이야기로 풀어낸 다양한 장르의 창작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

요리
누군가를 위한 요리를 직접 메뉴 개발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시 및 케이터링

음악
 창작곡 및 창작안무를 멋지게 펼쳐낸 꿈과 열정의 무대

영화
청소년들만의 시각으로 우정, 성장 등 다양한 이야기를 창작 단편영화로 제작하여 CGV 스크린 상영

공연
창작 시나리오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열정 담긴 노래와 연기로 감동을 선사한 무대

패션·뷰티
의상제작, 스타일링, 무대 콘셉트까지 청소년들의 트렌디한 감각을 창작품으로 제작하여 선보인 무대

쇼케이스는 6개 부문, 30여 개 동아리만의 색채가 발현되는 청소년 복합 문화 축제입니다. 동아리 창작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성장의 장이자,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무대입니다.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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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Creating Shared Value)’는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꿈키움아카데미는 공부방 아동 교육지원 사업이 소외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사례로 사업의 진화과정과 

성과측면에서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청년 1명이 취업을 통해 자립하면 

2.2억 원의 국가사회적 비용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CJ나눔재단이 지난 

3년간 투입한 예산대비 10배가 넘는 사회적 효용을 얻은 것으로, 소외계층 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꿈키움아카데미는

청년일자리 연계를

통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였음을 인정받아

제6회 CSV포터상 시상식에서 

‘프로젝트 효과성’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CJ프레시웨이 골프장과 컨세션 직영점 

식음 서비스 전문가 양성 

리더십캠프/현장실습교육
현업 체험 및 식품 원재료 생산지 탐방 등

인성교육
직업인으로서 건강한 내적 소양 함양 지원

단체급식·외식 과정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신입 조리사 양성

커피 과정
투썸플레이스 직영점 연계 바리스타 및 브런치, 

케이크 전문가 양성 

베이커리 생산전문가 과정
CJ푸드빌 음성공장 연계 베이커리 생산 및 

양산화 공정 전문가 양성 

CJ도너스캠프가 지원해온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된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CJ 계열사로 취업 기회를 연계하여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라는 

CJ그룹의 나눔철학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키움아카데미

꿈키움아카데미 

교육 및 채용 성과
총 입과

총 수료

총 채용

2018년 2019년

71명 110명

58명 94명

44명 66명

CJ그룹의 요리, 푸드 서비스, 생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직무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기초부터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내적 

자립역량도 함양합니다.

꿈키움아카데미 

교육 내용

꿈키움아카데미 총 참여 교육생 
*2017~2019년 누적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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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어게인 꿈키움장학청소년 미혼한부모에게 학업 및 직업교육과 문화동아리 활동, 멘토링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비 및 직업 교육비,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미혼한부모 토크쇼, 문화동아리 발표회 등을 진행합니다.

꿈과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발굴해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특성에 

맞춘 장학금과 다양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아이의 출산과 양육으로 단절된 학업연장(검정고시, 대학 등)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며, 교육과정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비, 양육비, 생계비, 의료비를 

함께 지원합니다.

인식개선

청소년 미혼한부모 토크쇼(휴먼 라이브러리)와, 영화, 뮤지컬 제작 등 문화동아리 

활동 및 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의 편견과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원

장학생 및 각 분야별 전문가 협의를 통한 개별 로드맵을 기반으로 학업과 

특기(예체능·기술) 장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지원

꿈을 찾고, 설계하기 위한 진로비전교육, 목표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진학 멘토링, 

자존감 증진과 인성함양을 위한 심리상담, 해외문화체험,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27명

심리상담 멘토링 

181회

자조모임

42회

휴먼 라이브러리

4회

인식개선 캠페인

8회 대학ㆍ고교 진학 장학생 8명 중 5명 
분야별 최고 대학 입학(2019년 12월 기준)

학업 장학생 12명 중 5명
내신ㆍ모의고사 1등급 달성

특기 장학생 16명 중 11명
최고 수준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68.8% 41.7% 62.5%

2019년 꿈키움장학 사업 장학생 28명 성과

드림어게인 

세부 지원 프로그램

꿈키움장학 지원 내용



즐거운 
나눔

성장의 열매를 
키우는 우리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문화와 

식품’을 통해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J ONE 

포인트를 모아 아이들과 

따뜻한 한끼를 나누고 

쉽고 즐거운 디지털 

기부 캠페인으로 소중한 

마음들을 전하며 희망의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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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진정성, 지속성, 사업 연계, 임직원 

참여’를 실천 원칙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J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문화와 식품’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하며 아이들이 꿈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화·재능나눔 봉사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에 CJ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나눔을 실천합니다. 또한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에게 

직무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젊은이의 꿈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웃들에게도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월 장애인의 달에는 발달장애인 

사생대회에 봉사자로 참여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했고, 매월 ‘문화나눔의 날’을 정해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의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CJ그룹 계열사도 문화·재능나눔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은 SW창의캠프 멘토로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코딩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CJ CGV는 매월 ‘객석나눔’을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나눔 봉사

CJ식품사업 노하우를 활용한 식품나눔 봉사로 공부방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CJ 임직원은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명절에 직접 공부방을 찾아가 아이들과 명절음식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명절음식 

나눔봉사로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지속해 

온 김장나눔 봉사에는 3,40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하여 약 2만 명의 이웃에게 

겨울철 대표 먹거리 김장김치 150톤을 전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며 우리 대표 문화유산인 ‘김장문화’를 알리는 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J그룹 계열사도 제품·인프라를 활용한 식품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CJ푸드빌의 공부방 아동을 위한 ‘착한빵나눔데이’, CJ제일제당의 

미혼한부모 반찬 지원 ‘찬찬찬’, CJ대한통운의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배달’ 등 

우리 주변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기적인 식품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음식나눔직무멘토링 김장나눔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착한빵나눔데이SW창의캠프

CJ 임직원 봉사 사이트 오픈

2019년 4월 CJ 임직원 봉사 활성화를 위해 봉사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CJ 임직원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CJ 임직원 봉사

봉사 시간

123,441시간

봉사 참여율

80%

봉사자 수   

19,675명

봉사 프로그램 수

1,9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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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생 봉사단

2018년 1기 122명, 2기 126명에 이어, 2019년에는 3기 171명, 4기 17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부문 멘토링에 참여하는 ‘교육팀’과 사회적 나눔확산에 기여하는 ‘콘텐츠제작팀’, 

‘서포터즈팀’으로 구성됩니다.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한끼의 울림’

CJ ONE 포인트를 기부 받아 CJ도너스캠프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 방학이 되면 

결식아동이 되는 공부방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끼 식사를 지원하는 ‘한끼의 울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가정간편식 제품에 CJ엠디원 푸드스타팀의 레시피 

재능기부가 더해져 맛있고 건강한 특식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자를 초청해 

아이들에게 지원된 한끼를 직접 만들어보는 쿠킹클래스를 열어 기부의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즐거운 디지털 콘텐츠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진행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 기부 캠페인을 확대하여 쉽고 즐거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tvN D의 기부 예능 프로그램 ‘마일리지사커’는 

‘FC도베르만’이 경기를 하며 기부금 마일리지를 쌓고, 시청자들의 조회수만큼 

기부금이 누적됩니다. 8경기 동안 쌓은 기부금 15,117,000원은 CJ도너스캠프가 

운영하는 꿈키움장학사업 축구 장학생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CJ ENM DIA 

TV는 여성용품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유명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독자들이 인식 설문에 참여하면 생리대를 

1팩씩 적립해 CJ도너스캠프의 ‘드림어게인’ 미혼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그룹홈,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했습니다.

CJ ENM 오쇼핑 부문 X CJ도너스캠프 모금방송

꿈키움장학 사업에서 선정된 아이들을 소개하는 모금방송을 진행했습니다. 3월에 

미술 장학생, 6월과 9월에는 축구와 메이크업 장학생, 12월에는 비올라 장학생을 

후원하는 모금방송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은 

아동·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젊은 꿈지기입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지식을 

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부 캠페인

CJ도너스캠프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ONE 포인트 기부 

캠페인 ‘한끼의 울림’, 디지털 

콘텐츠 기부 캠페인 ‘마일리지 

싸커’와 DIA TV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랜선 릴레이’, 

CJ오쇼핑의 ‘모금방송’ 등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기 기부   

24,511명

일시 기부

3,958명

포인트 기부

23,877명

1

대학생 봉사단 
신청

모집/선발 합숙 프로그램

교육팀
콘텐츠제작팀
서포터즈팀

팀별 활동 및 월별 교육

부문별 네트워킹 및 
활동점검

활동소감 발표 및 
마무리

2

발대식 및 
입문교육

3

정기활동

4

중간 교류회

5

활동종료식

대학생 봉사단 모집 및 활동

교육 멘토단 

227명

홍보 기자단

118명

교육팀
문화동아리 교육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창작물을 고민하며 만들고 

쇼케이스를 준비합니다.

콘텐츠제작팀

문화동아리 활동 및 사회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전파합니다.

서포터즈팀

문화동아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을 

대중과 소통하며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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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씨앗에서 꿈의 

열매를 그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들이 꿈을 

찾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묻고, 안내하고, 가르치는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

요리 부문 리더 최진영님

음악 부문 리더 신동의님

콘텐츠제작 PD 부문 리더 옥승희님

서포터즈 부문 리더 편준식님

패션뷰티 부문 리더 최지현님

영화 부문 리더 강승현님

임직원 기부자

CJ제일제당 진예슬님

 

교사

아현산업정보학교 이미란님

숲속지역아동센터 박재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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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의지하며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멘티들을 보면서 내가 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보며 꿈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신동의님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고 싶어 대학생 봉사단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꿈을 가진 멘티들의 열정 가득한 눈빛을 보면서 음악을 시작할 

때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옥승희님 ·콘텐츠제작팀 PD 리더로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응원하며 함께했어요. 거침없이 당당한 모습, 눈치 

보지 않고 싫고 좋은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편준식님 ·아이들은 첫 만남에 긴장하던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연습한 것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지금의 나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최지현님 ·쇼케이스 전날까지 숙소에서 손바느질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즐기며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동아리 구성원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던 저의 열정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강승현님 ·학업과 진로에 한창 고민이 많은 청소년기 

아이들과 멘토링을 넘어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크게 다가간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 청소년 문화동아리 구성원들의 열정이 잊고 있던  
나의 열정을 깨웠습니다.”

2열 좌측 부터 시계방향으로

요리 부문 리더 최진영님, 음악 부문 리더 신동의님, 콘텐츠제작PD 부문 리더 옥승희님

서포터즈 부문 리더 편준식님, 패션 부문 리더 최지현님, 영화 부문 리더 강승현님

“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에 입사해서 임직원 정기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입사하기 전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으로서 

아동ㆍ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그 시기에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문화 교육을 체험하며 

목표와 꿈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아동ㆍ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부여된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하며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정형편이나 주위 

환경으로 인해 아직 어린 나이에 짊어지기에는 버거운 

고민들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교육사업 기부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직접 경험했던 CJ도너스캠프의 임직원 기부자가 

되어 더욱 뜻 깊고 뿌듯합니다.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으로 활동했던 경험은 진로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18년 1기, 2019년 3기, 

4기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진로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평소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CSV사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회공헌 분야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아동ㆍ청소년의 동등한 

기회와 성장에 관심을 갖고 기부에 참여 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임직원 기부자
CJ제일제당 진예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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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새로운 꿈과 
목표를 마음에 품고 부쩍 
성장했습니다.”

아현산업정보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사가 되기 전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에서 활동했습니다. 

2015년 꿈키움창의학교에서 패션 멘토로 아이들과 

페션쇼를 준비했습니다. 이 경험은 교직의 꿈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멘토로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꼈고, 교직에 들어서기 전 생생한 

교육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어 CJ나눔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소년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의 동아리 담당 교사로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은 참여한 

학생들은 물론 참여하지 않은 학교 친구들에게도 

도전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육 과정 동안 

CJ나눔재단에서 마련해 주신 좋은 외부 강의들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접하고, 학생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며 더 가깝게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 중간에 

힘들어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생겼을 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다독이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친구들이 서로를 응원해주었고, 매번 새롭게 

준비해주시는 흥미로운 특강으로 아이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중 받았다고 느꼈고, 

자신도 훗날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해야겠다는 새로운 꿈과 

나눔의 목표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꿈을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낮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 동아리 교사
아현산업정보학교 이미란님

“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숲속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를 위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센터는 2008년 설립 

이래로 예술특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센터의 

선배들 역시 예술분야 전공자나 사회인으로 문화적인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의 교사로서 CJ나눔재단 창의학교와 청소년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이들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창의학교’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참여 

아동ㆍ청소년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은 

높은 성취감과 창작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청소년 문화동아리’는 아이들이 서로에게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할 때는 다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흥은 어떤 차원인지, 그것이 

내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이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깊고 폭넓은 인성 발달 프로그램을 이전에는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두 프로그램 체험 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는 계기를 얻었고, 둘째는 아이들이 깊은 정서적 

안정감으로 배려와 존중이 일상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CJ나눔재단의 실질적이고도 포괄적인 복지, 교육, 

문화, 예술 분야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아동ㆍ청소년들의 미래를 더욱 힘있게 

밀어주세요.

공부방 교사
숲속지역아동센터 박재환님



제15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계 단위: 원

제15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계 단위: 원

운영 성과표

재무상태표

2019년 세입 결산

2019년 세출 결산

2019년 결산 자료

기부금

96.9% (14,043,491,836원)
투자 자산 수익

3.1% (446,351,805원)

보조금
(770,000원)

사업 외 수익
(15,627원)

과목 통합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
Ⅰ. 사업수익 14,490,613,641 14,044,261,836 446,351,805
 (1) 기부금 수익  14,043,491,836 14,043,491,836 

      (2) 보조금 수익  770,000 770,000 

      (3) 투자자산 수익 446,351,805  446,351,805

      이자 수익 102,317,505  102,317,505

      배당 수익 344,034,300  344,034,300

Ⅱ. 사업비용 14,889,792,429 14,889,792,429 
 (1) 사업 수행 비용 14,019,257,260 14,019,257,260 

 식품 복지 사업비 5,323,732,155 5,323,732,155 

 교육 복지 사업비 6,878,975,790 6,878,975,790 

 자원봉사 사업비 999,979,186 999,979,186 

 지역 사회 복지 사업비 816,570,129 816,570,129 

 (2) 일반관리비용 200,872,535 200,872,535 

 (3) 모금비용 669,662,634 669,662,634 
Ⅲ. 사업 이익(손실) (399,178,788) (845,530,593) 446,351,805 
Ⅳ. 사업 외 수익 15,627 15,626 1
 잡이익 15,627 15,626 1

Ⅴ. 사업 외 비용 8,801,501 8,801,501 
 유형자산 처분 손실 8,405,887 8,405,887 

 무형자산 처분 손실 395,614 395,614 

      잡손실   
Ⅵ. 법인세 비용 차감전 당기 운영이익(손실) (407,964,662) (854,316,468) 446,351,806 
Ⅶ. 법인세 비용 0   
Ⅷ. 당기 운영이익(손실) (407,964,662) (854,316,468) 446,351,806 

과목  통합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

자산 

Ⅰ. 유동 자산    7,602,811,750   2,227,942,479   5,874,869,271 

  (1) 당좌 자산  7,557,530,750 2,182,661,479 5,874,869,27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497,728,288  1,670,924,786 826,803,502

 단기 금융 상품  5,006,852,190   5,006,852,190

 단기 대여금  500,000,000 

 미수금  10,647,742  10,647,742 

 선급금  -   

 선급 비용  1,088,951  1,088,951 

 미수 수익  26,490,479   26,490,479

 미수 법인세 환급액  14,723,100   14,723,100

 (2) 재고 자산   45,281,000  45,281,000  - 

 기부 물품  45,281,000  45,281,000 

 Ⅱ. 비유동 자산    28,512,282,230   3,219,048,303   26,293,233,927 

 (1) 투자 자산   26,287,453,900  1,000,000,000  26,287,453,900

 장기 금융 상품  1,000,000,000   1,000,000,000

 매도 가능 증권  25,287,453,900   25,287,453,900

 장기 대여금   1,000,000,000  

 (2) 유형 자산   156,639,082 156,639,082 

 공기구 비품  453,521,513  453,521,513 

 감가상각 누계액  (296,882,431) (296,882,431) 

 건설 중인 자산  -   

  (3) 무형 자산   1,084,409,221  1,084,409,221 

 상표권  4,564,039  4,564,039 

 건설 중인 자산(무형)  740,000,000  740,000,000 

 기타의 무형 자산  339,845,182  339,845,182 

  (4) 기타 비유동자산    983,780,027  978,000,000 5,780,027

 임차 보증금  978,000,000  978,000,000 

 장기 미수 수익  5,780,027   5,780,027

자산 총계  36,115,093,980   5,446,990,782   32,168,103,198 

부채    

 Ⅰ. 유동 부채    60,580,565  60,580,565 500,000,000

 단기 차입금   500,000,000

 미지급금  30,970,082  30,970,082 

 예수금  29,610,483  29,610,483 

 Ⅱ. 비유동 부채    1,715,865,373  45,750,742 2,670,114,631

 장기 차입금   1,000,000,000

 퇴직 급여 충당금  45,750,742  45,750,742 

 이연법인세 부채  1,670,114,631   1,670,114,631

부채 총계 1,776,445,938 106,331,307 3,170,114,631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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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14,611,402,500   14,611,402,500

 Ⅱ. 보통 순자산  6,214,499,891  5,340,659,475 873,840,416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401,929,201   401,929,201

 잉여금  5,812,570,690  5,340,659,475 471,911,215

 Ⅲ. 순자산 조정   13,512,745,651   -  13,512,745,651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13,512,745,651   13,512,745,651

순자산 총계  34,338,648,042   5,340,659,475   28,997,988,567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6,115,093,980   5,446,990,782   32,168,103,198 

14,898,593,930

14,490,629,268

교육 복지

46.2% (6,878,975,790원)

식품 복지

35.7% (5,323,732,155원)

자원 봉사

6.7% (999,979,186원)

지역 사회 복지

5.5% (816,570,129원)

모금비

4.5% (669,662,634원)

사업 외 비용

0.06% (8,801,501원)

일반 관리비

1.34% (200,872,5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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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CJ는 사업보국의 창업이념 아래 ‘진정성, 지속성, 사업 연계, 임직원 참여’의 
실천 원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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