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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5 푸르메

1만km 완주로 1억 원 기부한 가수 션

홍보대사인 가수 션 씨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1km당 1만 원을 

목표로 2015년 한 해 동안 1만km를 

완주해, 2014년 2월에 이어 1억 원을 또 

기부했습니다.

더미라클스·아너 소사이어티 
업무제휴 협약 체결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푸르메재단 더미라클스(The 

Miracles)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고액기부자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푸르메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설립 10주년을 맞아 조촐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며 이제 다시 새로운 10년을 

그려봅니다.

축구선수 이근호, 홍보대사 위촉

평소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 건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근호 선수가 푸르메재단의 10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장애어린이의 ‘삼촌’

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회, 

재활의학계,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어린이재활치료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해 그 개선방안과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병원 건립비

85억 원과 매년 병원 운영비의 상당액을 

지원합니다.

‘기적의 책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 개최

책도 읽고 기부도 하는 ‘기적의 책 

캠페인’이 1년여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교보문고·동아일보·푸르메재단이 공동 

진행하고 출판사·독자가 참여해 무려

11만8천여 권의 책이 판매되었고, 목표 

금액인 1억 원을 초과해 총 113,825,910

원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으로 

모였습니다.

1. 13.

7. 8.

푸르메재단 소식지 ‘희망의 홀씨’ 창간

소식지 ‘희망의 홀씨’를 창간했습니다. 

푸르메재단과 늘 함께해주는 기부자들에게 

재단 운영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3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 
경기대회 개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전국에서 

철인 1천여 명이 모인 ‘제3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 경기대회’가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철인들은 

참가비 전액인 7,060만 원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10. 28.

11. 25.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준공

설립 10년 만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준공되었습니다. 

1만 명 시민과 500개 기업의 나눔,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어린이재활병원은 2014년 3월 26일에

착공해 준공되기까지 약 2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2. 10.

3. 9. 6. 23.6. 11.

9. 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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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산’을 의미하는 ‘푸르메’라는 이름으로 2004년 창립발기인대회를 거쳐 2005년 재단이 설립된 이래,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2009년 4월 푸르메재활병원 건립선포식을 가진 지 6년여만인 2015년 말에 1만여 시민과 500여 기업 및 단체, 정부와 

지자체의 정성으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500여 명, 매년 15만여 명의 

장애어린이들이 치료받고 교육받아 희망과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라는 기적이 이뤄진 것은 장애어린이의 아픔에 공감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푸르메재단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걸어갈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2015년은 푸르메재단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푸르메재단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모두가 

그토록 염원했던 마포구 상암동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준공의 꿈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004년 8월 재단 창립발기인대회, 2005년 3월 재단 설립, 2009

년 4월 푸르메재활병원 건립선포식, 2012년 7월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개관, 2014년 3월 병원 착공식, 2015년 7월 병원 

상량식.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까지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온 푸르메재단의 행보입니다.

이 모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나누었던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푸르메재단이 가는 길에 기꺼이 동행해주신 모든 기부자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푸르메재단의 또 다른 행보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함께했던 푸르메재단의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
푸르메재단이 
열어가겠습니다

푸르메재단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함께 꿈꾸고 나누었던
아름다운 시간,
참 고맙습니다

푸르메재단 명예이사장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前 성공회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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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비전과 미션

푸르메재단
희망이야기

Vision

Mission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이지 않는
사회문화 조성

장애인 전인재활
& 사회통합

재활의
선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개원,

행복한베이커리&카페
6호점 개점

행복한베이커리&카페
8호점 개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푸르메 사회적 기업 설립

푸르메
장애인마을공동체

설립

행복한베이커리&카페
7호점 개점

나눔과
참여

존중과
통합

미래가치
창출

투명과
윤리

나눔 문화 조성
& 윤리경영

1 ─ 푸르메재단은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재단입니다.

2 ─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3 ─ 푸르메재단은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4 ─ 장애인 재활 및 복지사업은 미래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현재의 투자입니다.

경영 목적

2016 2017

2018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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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영현황

2015 경영현황

수입내역 지출내역   
총 수입 (원) 총 지출 (원)

16,988,438,727 21,470,695,090

─ 2015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관련하여 감가상각비(323,725,865원) 제외 금액

─ 2015년도 감가상각비 제외 재단 운영비(모금활동 관련비용 및 재산조성비 포함) 5.2% 사용

금액 (원) 비율 (%)

사업비 1  어린이재활병원건립 8,976,602,751 52.84

2  보조금(어린이재활병원건립, 서울시) 6,000,000,000 35.32

3  장애인재활치료 770,937,025 4.54

4  외부지원기금 325,000,000 1.91

5  비지정기부금수입 286,181,758 1.68

6  지정현물기부수입 231,324,874 1.36

7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03,385,000 0.61

8  기타지정기금 67,781,908 0.40

잡수입 9 227,225,411 1.34

8,976,602,751 13,252,087,083 

6,000,000,000 6,000,000,000

770,937,025 646,955,706 

325,000,000 304,003,640 

286,181,758 148,631,398 

231,324,874 1,004,600

103,385,000 1,037,747,511 

67,781,908 67,727,152

227,225,411 12,538,000

1 12 27 73 34 48 86 95 5

금액 (원) 비율 (%)

사업비 1  어린이재활병원건립 13,252,087,083 61.72

2  보조금(어린이재활병원건립, 서울시) 6,000,000,000 27.95

3  장애인재활치료 646,955,706 3.01

4  장애인복지시설운영 304,003,640 1.42

5  외부지원사업 148,631,398 0.69

  출판사업비 1,004,600 0.01

푸르메재단운영 7 1,037,747,511 4.83

기부자 모집 및 관리 8 67,727,152 0.31

재산조성비 12,538,000 0.06

1312 Part 1 ─ 나눔으로 일군 2015



2015 모금현황

2015 모금현황 2015년 한 해 동안 10,761,213,316원이 

모금되었습니다. 8,191명의 개인과 288개의 기업이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푸르메재단 모금액 10,761,213,316원 중 기업기부금은 

74%(7,947,859,101원)로 가장 높았습니다. 개인기부금은 

23%(2,488,354,215원), 외부지원금은 3%(325,000,000원)

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기업기부금은 7% 하락했지만 

개인기부금은 22% 상승해 장애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개인 

기부자들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활치료시설건립 및 

운영기금이 86%로 가장 높았고, 배분사업기금이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한 많은 분이 

기금을 모아주었습니다.

기부자현황

기금별 모금현황 (%)

기업

개인

외부지원

기부자별 모금현황 (%)

74

23

3

충북

120

충남

219

제주

41

전북

102

전남

57

인천

187

울산

58

부산

126

대전

79

대구

80

광주

74

경북

81

경남

112

경기

1,539

강원

61

세종

9

서울

5,187

개인기부자 성별은 남성이 51%로 여성 49% 보다 앞섰습니다. 

지난해 45%였던 남성 비율이 6% 상승했습니다.

개인기부자의 연령은 3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40대(29%), 

50대(18%), 20대(9%)가 뒤를 이으며 2014년과 유사했습니다.

성별

(%) 5149

남성

여성

연령

(%)

36
29

18
9

8

30-39세

40-49세

50-59세

20-29세

기타

지역 (명)

개인기부자의 거주지는 83%(6,726명)가 수도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4년과 유사합니다.

총 개인 기부자 수 (명) 총 기부 기업 수 (개) 총 모금액 (원)

8,191 288 10,761,213,316

재활치료시설건립 및 운영

배분사업

푸르메홀씨 

기타(출판 기금 외)

지역사회재활시설건립 및 운영

86

8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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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꿈을 현실로
이뤄낸
푸르메재단

The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5푸르메재단 희망이야기 2015 연차보고서



2015년 12월 31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면서 제 뇌리에 영원히 기억되는 날입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준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어렵고 힘들어 좌절도 여러 번 했었고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정말 많은 분이 마음을 열어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故 박완서 소설가·정호승 시인·이지선 작가·가수 션·성악가 조수미·축구선수 이근호 등 각계인사, 장애 자녀의 

태아보험 보상금을 기부해주신 부모님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기부해주신 할머니, 결혼·돌·생일 등 인생의 특별한 날에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까지 1만여 명 시민과 넥슨 컴퍼니를 비롯한 500여 개 기업·단체, 지자체와 정부가 있었기에 

병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에 기부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병원이 지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푸르메재단은 어린이재활병원이 많은 분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건립된 만큼 ‘마음으로 지은 병원’, ‘인간의 얼굴을 한 

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어린이가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고 자신의 소중한 꿈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푸르메재단이 시민과 기업의 후원,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으로 함께 건립한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의 초대 

원장을 맡게 되어 기쁜 마음이면서도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재활치료 40여 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장인 저와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원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재활치료 분야에 역사적인 한 획을 긋게 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내 집처럼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계기로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희망의 홀씨처럼 

널리 멀리 퍼져나가 전국 곳곳에 어린이재활병원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알맞은 치료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자립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이재활치료라는
희망의 홀씨,
널리 멀리 퍼져나가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
임윤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우리 사회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여정,
어린이재활병원이
그 시작입니다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백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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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다

꿈꾸다

2005년, 푸르메재단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재활병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장애어린이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고 치료를 받더라도 오래 기다려야만 합니다. 

진료 수가도 낮고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탓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재활병원도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푸르메재단이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장애어린이가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먼저, 푸르메재단이 꿈꾸는 병원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우수한 어린이재활치료시설을 견학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푸르메재단이 지을 어린이재활병원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병원의 목적과 비전을 세웠습니다. 전문가와 

장애어린이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병원의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시민·기업의 나눔, 지자체·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전경 ⓒ 간삼건축 이우헌 작가

(위) 2009년 푸르메재활병원 건립선포식

(아래) 2013년 일본 오사카 우수 장애인 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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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다

모으다

2011년,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기 위해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펼쳤습니다. 기부자들의 나눔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그저 꿈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이어지게 해준 든든한 

힘입니다. 대국민 기부 캠페인으로 ‘션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이지선과 함께하는 기적의 손잡기’, ‘미라클데이’

를 만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동참을 호소했고, 

언론사와 공동캠페인을 통해 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기금 마련을 위한 마라톤과 철인3종 경기대회를 열었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2014년 

12월 고액기부자 모임인 ‘더미라클스’를 발족해 나눔의 ‘큰 손’

을 모았습니다.

철인들의 참가비 전액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기부된 ‘제2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 경기대회’에서 철인들과 결승점을 통과하는 은총부자와 가수 션

(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를 약정한 고액기부자 모임 더미라클스 초대회원

(아래) 2015년 서울특별시, 2014년 마포구청 협약식

1만여 명의 시민과 500여 개의 기업·단체, 지자체·정부의 

힘으로 건립비가 모였습니다. 마포구는 상암동 병원 부지를 

제공했고, 서울시는 건축비 일부와 의료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병원이 개원하면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푸르메재단 홍보대사이자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 가수 션, 소설가 

故 박완서, 시인 정호승, 성악가 조수미, 산악인 엄홍길, 작가 

이지선, 축구선수 이근호 등 각계 인사와 수급비 일부를 보탠 

장애인, 꼬박꼬박 모은 용돈을 기부한 어린이, 매출의 1%를 나눈 

가게 사장,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한 팬들까지 시민들이 정성을 

더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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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다

종로구 신교동 푸르메재활센터 건립 기부를 시작으로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넥슨 컴퍼니

((주)엔엑스씨, (주)넥슨코리아, (주)네오플)는 총 건립비 440억

중 200억 원을 기부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뜻에 동참하는 

많은 기업도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2014년 3월, 나눔의 정성이 모여 어린이재활병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터를 고르고, 기초를 

만들고, 뼈대를 세우고, 외장을 입히는 등 수많은 단계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한미글로벌(주)가 건설사업관리(CM)를,

(주)간삼건축과 강산건설(주)가 각각 설계와 시공을 맡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과정2014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200억 원을 기부한 넥슨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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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다

피우다

2015년 12월,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오랜 염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준공되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옆에 연면적 18,571.52m2에 지상 7층, 지하 3층, 입원 병상 

91개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어린이의 치료와 직업교육 등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치과 등 4개의 진료과와 재활치료센터 및 

발달치료센터 등을 개설했습니다. 치료시설 외에도 수영장·

문화교실·직업재활센터·어린이도서관·열린예술치료실·

다목적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춰, 장애어린이뿐만 아니라 

비장애어린이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하루 500여 명, 매년 15

만여 명의 장애어린이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매년 30-4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병원 건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440

억 원 중 부족한 15억 원을 포함한 연간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모금 중에 있습니다.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부와 함께 지원체계 제도화 및 관련 법률 제정 등 병원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지난 10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기적을 우리나라 

장애어린이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병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주세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내부

(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전경 ⓒ 간삼건축 이우헌 작가

(아래) 2016년 4월 28일에 개최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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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이사회

윤병철 이사장 ①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前 하나은행장·회장,

前 우리은행 회장

박태규 부이사장 ②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前 (재)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前 연세대 상경대학장·경제대학원장

김민기 이사 ③

서울의료원장, 서울시 보라매병원·북부병원·동부병원 운영위원장, 

(사)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김용득 이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서비스학회장

김창엽 이사 ④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이사장,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이선 이사 ⑤

넥슨 사회공헌팀장, 넥슨핸즈 실장, 前 넥슨 포털서비스실 부실장

①

⑩

②⑨

⑥

⑤
④ ⑦

③
⑧

방문석 이사 ⑥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前 국립재활원장

백경학 이사 ⑦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前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주) 대표이사, 前 동아일보 기자

송재용 이사 ⑧

푸르메재단 이사,

前 외환은행 본부장, 

前 (주)하이닉스 사외이사

이상기 이사 

아시아기자협회장,

前 한국기자협회장, 前 한겨레신문 기자

임윤명 이사 ⑨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

前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제1·2대 병원장,

前 가천의대 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최영범 이사 ⑩

SBS 보도본부장,

前 SBS 논설위원, 前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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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념 헌정시

하고픈 입이 있어도 

속마음을 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듣고픈 귀가 있어도

새소리를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고픈 동그란 두 눈이 있어도

무지개를 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천사들 순수한 세상에 

사월의 꽃눈이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애타는 가족들 마음 또한

참깨알처럼 쏟아집니다

어서 봄 강가로 다가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들이 공짜로 누리는

작은 행복

향기를 나눌 수 있도록 간절하게

사월의 소망

성명순 ─ 충남 보령 출생 / (주)에이스케미컬 사회공헌팀 상임이사, 한국문인협회 인문학콘텐츠 개발위원, 푸른문학운영이사, 

(사)국제 PEN회원, 아시아 시인작가회의 문학상 수상, 「시간여행」, 「춤추는 인사동」 등 출간

성명순

임윤명 병원장 ─ 재활의학과 전문의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미국 클리블랜드 St. John병원 인턴, 

미국 아틀란타 Emory 대학병원 레지던트, 오하이오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임상교수,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인천적십자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제1·2대 병원장, 제42회 보건의날 국무총리표창, 적십자광무장 

은장 수상

하지혜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경북대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 대학원 박사, 서울아산병원 인턴,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임의, 서울시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외래교수, 한독학술상 수상

홍지연 재활의학과 과장 ─ 재활의학과 전문의

아주대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 대학원 석사, 아주대병원 인턴, 

아주대병원 레지던트, 서울성모병원 전임의, 삼성창원병원 교수,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진료과장

백한승 치과 과장

서울대 졸업,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석·박사 졸업, 

Maryland 치과대학 SIP Course 수료, 수원과학대 치위생학과 

외래교수, 을지대 치위생학과 외래교수, 경희대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외래조교수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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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나눔사업

2015 나눔사업

치료와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푸르메재단 나눔사업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해 장애인과 가족이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순한 

의료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이 세상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몫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1 의료·재활
지원 분야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6개월간 200만 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6개월간 300만 원 한도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장애인에게 6개월간 200만 원 한도의 치과치료비 지원

2 사회적응·자립
지원 분야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300만 원 한도의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정형신발(인솔) 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100만 원 한도의 맞춤형 

정형신발 또는 인솔 지원

3 교육·문화·여가
지원 분야

객석나눔 문화·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뮤지컬 공연 티켓 

지원

가족여행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와 가족에게 가족여행 지원

비장애형제·자매 지원사업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어린이에게 

교육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4 기타 사업 미소원정대 의료적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에게 

구강진료 등 방문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자료 

제작 및 배포 

2015 푸르메재단 나눔사업에 
도움 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효성그룹은 장애어린이재활기금 8천만 

원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비장애형제, 

가족여행 등에 지원

카카오는 장애어린이재활기금 3천3백만 

원을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치료비에 지원

SPC그룹은 SPC 행복한기금 2억 원을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치료비, 의료비, 

보조기구, 정형신발, 가족여행 등에 지원

현대모비스는 장애어린이재활기금 3억6천5

백만 원을 장애어린이의 보조기구, 재활

치료비, 생필품, 장애인식개선, 가족여행 

등에 지원

신한은행은 장애인재활기금 3천만 원을 

장애인을 위한 치과치료비와 방문의료진료 

등에 지원

교보생명은 장애어린이재활기금 6백만 원을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비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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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2015 나눔사업

희망을 향한 소중한 걸음을 응원했습니다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은 제때 알맞은 재활치료를 받으면 

치료의 효과가 높아져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성장을 도울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완화하기 위한 치료와 수술은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넓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해나가는 데 필요합니다. 의료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장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기업 지원 기업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지원 횟수 연 3회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지원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및 기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지원 실적

지원자 수 69명

지원 금액 132,582,000원

지원 대상

장애 유형

뇌병변(44명), 발달(1명), 시각(1명), 언어(2명),

지적(6명), 청각(1명), 뇌병변·지적(2명), 

뇌병변·청각(1명), 지적·뇌병변·청각(1명), 

미등록(10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41명), 2급(14명), 3급(5명), 4급(1명), 

미등록(8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21명), 차상위(6명), 일반(42명)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지원 횟수 연 3회

지원 내용 1인당 300만 원 한도의 의료비(수술비, 

입원치료비, 주사치료비 / 6개월간 지원)

지원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및 기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지원 실적

지원자 수 13명

지원 금액 33,000,000원 

지원 대상

장애 유형

뇌병변(7명), 지적(1명), 지체(1명), 언어(1명), 

미등록(3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8명), 3급(1명), 4급(1명), 미등록(3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10명), 일반(3명)

웃음꽃을 피워낼 솔지의 내일 

솔지(가명)는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로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계속 누워있다 보니 어깨와 관절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12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당장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푸르메재단 의료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수술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솔지는 수술을 통해 탈구된 고관절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재활치료로 서는 훈련을 꾸준히 받으면 근육과 뼈를 

자극해 서있는 자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솔지가 활짝 피워낼 웃음꽃이 더 많은 이에게도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씩씩한 동혁이의 무럭무럭 성장 이야기

동혁이(가명·4세·뇌병변 1급)는 혼자 목을 가누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고 보조기구 없이는 앉지도 못합니다. 난치성 

뇌전증과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진단받은 아이의 발달 상태는 더디기만 합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용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 동혁이. 엄마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혹여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지만, 다행히 푸르메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은 동혁이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에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름을 부르면 활짝 웃어 보일 만큼 반응도 빨라졌습니다. 입원 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1 의료·재활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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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2015 나눔사업

건강한 미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장애인은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가 매우 부족한 

탓에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고가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치과 치료가 절실한 

장애인에게 푸르메치과와 전국 7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신감을 되찾아주었습니다.

편리한 이동으로 자유를 더했습니다

살아가며 수많은 장애물과 맞닥트리는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각기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진 다양한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통해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치과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80세 미만의 

장애인

지원 횟수 연 13명

지원 내용 1인당 200만 원 한도의 비급여 항목의 

치과치료비

지원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3차 치과 전문의 평가(적합성 평가): 지원의 

적합성

사업 개요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지원 횟수 상반기 2회 

지원 내용 1인당 300만 원 한도의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3차 보조공학사 평가(적합성 평가): 지원의 

적합성

지원 실적

지원자 수 13명

지원 금액 22,600,000원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지적(4명), 지체(3명), 뇌병변(4명), 시각(1명), 

청각(1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4명), 2급(4명), 3급(3명), 5급(1명),

6급(1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10명), 저소득(1명), 기타(2명)

지원 실적

지원자 수 74명

지원 금액 188,500,000원 

지원 대상

장애 유형

뇌병변(67명), 지체(4명), 지적(3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68명), 2급(6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42명), 차상위(13명), 저소득(8명),

기타(11명)

지원 기업지원 기업

2 사회적응·자립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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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어린이·청소년 정형신발(인솔) 지원사업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발이 변형되어 걷기 어려운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꼭 맞는 신발은 성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맞춤형 신발인 

정형신발과 맞춤형 깔창인 인솔을 통해 발과 다리의 변형을 

막고 통증을 완화해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발의 변형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지원 횟수 연 2회 

지원 내용 1인당 100만 원 한도의 정형신발 혹은 인솔 

지원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3차 슈마이스터 평가(적합성 평가): 지원의 

적합성

지원 실적

지원자 수 42명(1차 22명, 2차 20명)

지원 금액 14,893,000원 

지원 대상

장애 유형

뇌병변(21명), 발달(1명), 시각(1명), 자폐(1명), 

지적(16명), 지체(1명), 미등록(1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23명), 2급(11명), 3급(6명), 5급(1명), 

미등록(1명)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수급자(15명), 차상위(4명), 저소득(7명),

일반(16명)

지원 기업

객석나눔

삶의 활력을 충전시켜주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문화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에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뮤지컬 공연을 통해 빠듯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갖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지원 횟수 연 17회(매월 1-2회)

지원 내용 문화 공연 티켓(뮤지컬 〈JUMP〉, 〈라이벌〉,

〈당신만이〉)

지원 실적

지원자 수 399명(60개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지체(25명), 시각(6명), 청각(22명),

지적(132명), 뇌병변(20명), 정신(28명),

발달(12명), 호흡기(1명), 중복(4명),

미등록(2명), 비장애(147명)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83명), 2급(80명), 3급(75명), 4급(3명),

5급(1명), 6급(10명), 비장애(147명)

다시 바르게 걷게 된 예진이

예진이(가명)가 처음 인솔을 착용한 건 8살. 편마비 증상으로 다리가 경직되고, 발이 변형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불편한 

발 때문에 자주 까치발을 들고 다녀 발 안쪽까지 무너졌습니다. 걷다 넘어진 적도 여러 차례여서 보조기에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다니던 병원에서 인솔을 권유했고 그때부터 보조기 대신 운동화에 인솔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길 2년. 

걸음걸이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2년 전 인솔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하루 빨리 

바꿔줘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인솔 제작비가 큰 부담이었던 예진이는 푸르메재단을 통해 인솔을 지원받았습니다. 

예진이가 발에 꼭 맞는 인솔을 착용해 다시 바르게 걷고 즐겁게 뛰어 놀게 되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최고의 공연

평소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장애인 이용자들과 함께 뮤지컬 〈JUMP〉를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저희는 공연을 보고 

싶다는 집념 아래 도봉구에서 공연장인 충무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공연의 첫 시작은 백발노인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는데 

공연인지 해프닝인지 착각이 들게 하면서 장애인 이용자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각 인물의 대사는 없지만 무술 동작 

하나하나를 볼 수 있어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면 장애인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대사와 유머로 전달되기 

일쑤입니다. 이번 공연은 모두 무술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도 외국인도 우리 직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유쾌한 뮤지컬 한 편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관람 후기

지원 기업

3 교육·문화·여가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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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지원 기업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일상의 짐을 벗고 함께할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효성그룹 

임직원이 동행한 덕분에 서로 어우러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답답해했을 

어린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했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단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효성그룹 지원을 받은 장애어린이 가족 및 효성 

임직원 가족

지원 시기 2015. 4. 25. (토) - 4. 26. (일)

2015. 10. 31. (토) - 11. 1. (일)

지원 인원 34가족 121명

지원 내용 경기도 양평 및 용인 여행 경비 일체

“함께여서 더 행복했어요!”

여행 내내 체험을 하면서 아빠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피자도 만들고 동물도 구경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저의 걸음걸이를 보시고 울컥하셨어요. 아빠, 엄마, 

오빠와 모두 함께 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 김유진(가명) 어린이

정말 꿈만 같은 1박 2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도 맘껏 뛰어다니며 

놀 수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곧 있으면 힘든 투병생활 

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주희(가명) 어린이 어머니

SPC 행복한 가족여행 고담소담 가족여행

지원 기업 지원 기업

사업 개요

지원 대상 SPC그룹 지원을 받은 장애어린이 가족

지원 시기 2015. 5. 27. (수) - 5. 29. (금)

2015. 11. 9. (월) - 11. 11. (수)

지원 인원 19가족 68명

지원 내용 제주도 여행 경비 일체

사업 개요

지원 대상 현대모비스 지원을 받은 장애어린이 가족 및 

현대모비스 임직원 자원봉사자

지원 시기 2015. 4. 16. (목) - 4. 17. (금)

2015. 10. 15. (목) - 10. 16. (금)

지원 인원 121명(장애어린이 가족 85명, 현대모비스 

자원봉사자 36명)

지원 내용 경기도 이천·에버랜드 및 강원도 춘천 여행 

경비 일체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느라 열심히 노력한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아름다운 섬 제주로 특별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20가족이 2박 3일 동안 절물휴양림,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천지연폭포, 여미지식물원, 제주민속촌 

등 제주의 관광 명소를 누비며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가족에게 쉼을 선사했습니다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한 걸음 잠시 쉬어가기 위해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치료를 받느라 주로 집과 병원만을 

오고가야 하는 장애어린이들은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부모님들은 잠시나마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모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비장애형제·

자매들도 또래 친구들처럼 해맑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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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원정대 장애인식개선

지원 기업 지원 기업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소규모시설 포함)

지원 시기 5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연 6회)

지원 인원 293명

지원 내용 스케일링, 발치 등의 치과 진료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전국지역아동센터 및 전국장애인복지관 등

지원 시기 연말

지원 인원 3,300권

지원 내용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동화책 제작 및 배포

밝은 미소와 자신감을 선물했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생활시설의 장애인은 구강 

질환을 장기간 방치해 힘겨워합니다. 신한은행 임직원과 

치과의사·치위생사로 구성된 전문 자원봉사자, 일반 

자원봉사자가 함께 치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생활시설을 찾아 전문 치과 진료 자원봉사를 진행해 환한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동화책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켰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정한 통합은 장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성장기의 사고가 성인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린이를 위한 장애 이해 교육은 중요합니다.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돕는 동화책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주변의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성장해나가길 기대합니다.

4 기타 사업

2015 나눔사업

비장애형제·자매 지원사업

애정과 관심을 채워주었습니다

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비장애어린이는 가족의 관심과 

양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애정과 지원을 양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당장 치료가 

시급한 장애형제·자매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에게 

심리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효성그룹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은 장애어린이·

청소년의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횟수 연 1회 

지원 인원 10명 

지원 내용 1인당 100만 원 한도의 심리치료비 및 교육비

(학원비 포함)

지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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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모금사업 2015년에는 10,761,213,316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에 비해 금액은 4% 감소했지만,

기부 인원은 2,713명이 늘어 47% 증가했습니다.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은 푸르메재단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14-2015 모금현황

캠페인별 모금현황

모금현황 (원)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1  캠페인

2  함께한 활동

활동 (회) 참여 (명) 모금액 (원)

만원의 기적 캠페인 29 1,572 832,513,218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 4 278 75,191,500

미라클데이 캠페인 7 71 68,839,155

ARS기부데이 캠페인 12 1,861 3,431,524

친한친구 캠페인 3 437 11,695,000

모금액 (원)

굿액션by션 with 해피빈 169,824,800

기적의 책 with 교보문고 44,282,000

어린이경제학교 with 씨앗과나무, 가얏고을 1,706,969

은총 철인 3종 대회 with 한국지역난방공사, 철인3종경기연합회 70,600,000

MDRT회원의날 with 교보생명MDRT, 한국MDRT협회 27,215,050

스페이스K 채러티바자2015 with 코오롱 7,794,000

기부자현황

기업 (개)

개인 (명)

197

288

11,156,828,671

10,761,213,316

총 활동 수 (회)

총 활동 수 (회)

총 모금액 (원)

총 모금액 (원)

55

6

991,670,397

321,422,819

5,569

8,191-4% +4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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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이지선과 함께하는 기적의 손잡기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365일 기부캠페인

‘션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은 2012년 2월부터 시작된 푸르메재단의 대표 모금 캠페인입니다. ‘만원의 기적’은 하루 1만 원의 나눔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만 원씩 참여하는 ‘만원의 기적’, 하루 1천 원씩 참여하는 ‘천원의 기적’, 

월 1만 원씩 참여하는 ‘만원의 기적 주니어’에 지난 4년 동안 3,412명의 기부자가 함께해 3,467,136,589원이 모였습니다. 2015년에는 

YG엔터테인먼트, 해피빈, (주)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콘서트, 마라톤, 사이클링을 통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을 함께 지을 천사 1,000명을 찾습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지만, 희망의 메신저가 된 홍보대사 이지선 씨와 함께 2013년 11월부터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족과 이웃이 잡아 준 따뜻한 손이 절망 속 이지선 씨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기적의 손잡기’가

장애어린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5명의 기부자가 114,959,000원을 모아주었습니다. 2015년에는 페이스북 

카드뉴스, ZUM 공익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장애어린이들의 힘든 현실을 알리고, 상명대학교 하랑봉사단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거리모금을 실시했습니다.

기부자 수 (명) 모금액 (원)

278 75,191,500

기부자 수 (명) 모금액 (원)

1,572 832,513,218

1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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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데이 더미라클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나눔

‘미라클데이’는 첫돌·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장애어린이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2015년 6월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 

론칭 이벤트 ‘기적의 우체국’을 통해 전국 곳곳의 다양한 기부 사연을 모아 공유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

년 71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68,839,155원이 모였습니다. 나눔으로 소중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기념하는 기부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책임, 우리에게는 특권

푸르메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더미라클스’가 2014년 12월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의미의 ‘더미라클스’

는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로 운영됩니다. 2015년에는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구영회 님, 송일국 님(연기자), 김정호 님(자산관리사), 장현수 님(축구선수)이 새로운 회원이 되어 총 8명이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자 수 (명) 모금액 (원)

8 570,000,000

기부자 수 (명) 모금액 (원)

71 68,839,155

2015 모금사업

구영회 님

김정호 님

장현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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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서 즐거운 나눔

함께 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마이크로 킥보드 가족 라이딩’

가정의 달 5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52

가족, 200여 명이 킥보드를 타고 달렸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공원 일대 7km 코스를 완주하고, 휠체어 체험과 OX퀴즈를 

통해 장애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주)

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은 참여 가족이 달린 총 거리 365km를 

1km 당 1만 원으로 환산해 365만 원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기부했습니다.

걸음걸음을 나눔으로! 

‘한걸음의 사랑’

걷기와 기부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걸음의 사랑’은 2015

년 10월 한익종 기부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월 서울 

성곽길(4.7km), 북한산 둘레길(9.5km), 남산둘레길(7.5km)

을 함께 걷고, 1m당 1원의 적립금을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취미를 공유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한걸음의 

사랑’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고맙습니다. 기부자님!

‘푸르메 친한 친구들, 모두 모여라’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해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5월에는 50명의 열혈 기부자와 

재단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카길코리아의 후원으로 바비큐 

파티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에는 40명의 

기부자와 함께 장애어린이들이 다양한 촉감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감각판을 만들어 푸르메재활센터에 선물했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이근호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부탁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축구선수 이근호와 기부자들이 힘든 

재활치료를 씩씩하게 견뎌내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장식물과 희망 메시지로 

트리를 꾸며 장애어린이들의 치료공간인 푸르메재활센터에 

선물했습니다. 기부자들은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과 운영에도 

정성을 보태주었습니다.

2 함께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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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의 정성

12. 31.  전시안, 전리안 어린이

2. 27.  씨앗과나무&가얏고을 어린이경제학교

4. 14.  코끼리 저금통 익명기부자 7. 17.  백석고 1학년 학생 일동

7. 27.  미림여고 2학년 7반 학생 일동

11. 3.  경기도청 어린이집 어린이 일동 11. 4.  도제원 초등학교 학생 일동

12. 18.  청운초등학교 1학년 학생 일동

1. 6.  서울사대부설여중 학생 일동

2015 모금사업5554 Part 3 ─ 2015 푸르메 이야기



2015
대외사업

2014-2015 기업 모금현황

2015 일시 vs 정기 (원)

2015년 한 해 동안 288개의 기업이 푸르메재단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동참해준 덕분에 약 82억 7천만 

원이라는 큰 기금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기부금 

전달뿐만 아니라 임직원 봉사, 급여 우수리 기부, 

연계 캠페인, 현물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해준 결과입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기업들의 활발한 동참으로 2015년 12월, 마포구 

상암동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준공되었습니다. 2016년 4월, 병원 개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전히 많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고마운 인연이 이어져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기업 모금액 (원)

2014 2015

8,513,630,757

8,272,859,101

금전 8,054,747,827

현물 218,111,274

총 기부 기업 수 (개) 총 기업 모금액 (원)

288 8,272,859,101

일시 모금액

8,185,949,101
99

1

(%)

정기 모금액

86,910,000

총 기부 기업 수 (개)

2015 대외사업

-3%

2014 2015

197

28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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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업 참여 현황

(주)교보문고
기적의 책 캠페인 수익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키엘코리아
울트라 러브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수익금 일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교보생명
임직원 건강 캠페인 수익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주)이가전람
코리아베이비페어 민들레BOX 캠페인 공동 진행 및 어린이재활

병원 건립기금 기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장애인 구강질환 의료비 지원

(주)영화사 빅
영화 〈땡큐, 대디〉 개봉 이벤트 은총 부자 장비구입비 지원

(주)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출시 60주년 기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한국짐보리(주)한국짐월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및 치료교구 지원

대림바스
어린이재활병원 화장실 도기류 지원

(주)모나미
발달장애아동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지원

스페이스K

스페이스K 채러티 바자 수익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이피코리아(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하나금융나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수중재활치료 기기 지원

어린이재활병원 인지치료실 기자재 지원

어린이재활병원 체육관 특수체육 기자재 지원

어린이재활병원 셔틀버스 지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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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활센터

3천여 명 기부자의 나눔으로 2012년 문을 연 

푸르메재활센터는 장애어린이에게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의원, 국내 최초 민간 장애인 전용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장애어린이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푸르메의원

푸르메의원은 장애어린이의 잠재된 역량을 끌어올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래진료와 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전문팀이 

협업해 어린이의 상태에 맞는 치료 목표를 세워 특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2015 푸르메의원 통계

푸르메치과

푸르메치과는 2007년 국내 민간 최초로 장애인 전용으로 문을 

열어 전국의 장애인에게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교정 등 

다양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의 제약을 겪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편리한 접근성(1층 위치)을 보장합니다. 더 많은 장애인에게 

오복의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치료 대상 만 12세 이하 장애어린이

치료 시간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치료 방법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치료

치료 대상 등록 장애인

치료 시간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치료 방법 구강외과, 보철과, 보존과, 치주과, 소아치과, 

예방치과, 치아관리교육

치료 건수 20,611건

진료일 246일

치료 수입 723,816,019원

치료 건수 3,946건

진료일 246일

치료 수입 619,500,987원

진료 개요 진료 개요

운영 현황(2015. 1. 1. - 12. 31.) 운영 현황(2015. 1. 1. - 12. 31.)

합계 20,611

  수급권자 19,440 

  비수급자 1,171 

이용환자
수급비율

(%)

(건)

94

6

합계 20,611

  뇌병변 17,997 

  지적 820 

  지체 696 

  시각 556 

  청각 463 

  발달 47 

  정신 16 

  간질 16 

장애유형
(%)

(건)

87

4432

합계 20,611

  물리 7,341 

  작업 5,753 

  언어 2,759 

  감각 2,178 

  음악 1,338 

  미술 1,242 

치료방법
(%)

(건)

36
28

6
6

11

13

합계 202

  4-6 세 86 

  0-3세 49 

  7-9세 41 

  10-12세 18 

  13-14세 8 

연령
(신규환자 기준)

(%)

(명)

43

24

20

9 4

합계 20,611

  서울 18,887

  인천 및 경기 1,056

  기타 668

거주지역
(%)

(건)

9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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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효성과 함께하는 2015 푸르메작은음악회

효성그룹의 후원으로 포토존, 패션타투, 악기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와 악기 연주, 난타, 어쿠스틱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쳐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8. 13.  한국짐보리(주)짐월드 치료교구 전달

한국짐보리(주)짐월드가 레이저페그, 프라이머리 학급용 

컬러 혼합세트 등 총 21종 91개의 교구를 후원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듯 재미있게 치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 29.  푸르메 어린이날

에코백·모자이크 팬던트·미니부케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와 

샌드아트, 마술, 음악 공연을 마련해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잠시 

치료에서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2. 15.  제3회 미술치료 전시회

미술치료를 받는 43명의 어린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코타일, 찰흙인형, 액자그림, 셀로판지모빌, 그림 등 242점을 

선보여 푸르메재활센터가 멋진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2015 주요 활동2015 푸르메치과 통계

합계 3,946 

  서울 3,055 

  인천 및 경기 827 

  기타 64 

합계 3,946 

  지체  941

  비장애  574 

  뇌병변 472 

  시각  439 

  중복장애 403

  정신  334 

  청각 310 

  지적 215 

  기타장애 162

  발달  79 

  언어 17 

거주지역
(%)

(건) (건)

77

21

합계 3,946 

  비수급자 2,480 

  수급권자 1,466 

이용환자
수급비율

(%)

(건)

63

37

합계 3,946 

  51-60세 1,200 

  41-50세 757 

  61-70세 612 

  31-40세 371 

  21-30세 277 

  70세 이상 250 

  10대 이하 242 

  11-20세 237 

연령
(%)

(건)

31
19

16

9
7 6

6
6

합계 3,946 

  기본진료 2,383 

  고정성보철 850 

  임플란트 424 

  가철성보철 289 

치료방법
(%)

(건)

60

22

7

11

2장애유형
(%)

24
15

12

11

10 9
8

5
4

2

푸르메재활센터

4. 27.  부모교육특강

뇌성마비 환아의 자연경과에 근거한 치료방침과 고관절·

척추변형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김현우 

소아정형외과 교수와 황진호 소아정형외과 부교수가 유익한 

강의를 들려주었습니다.

4. 9.  삼성SDS 사회공헌활동

삼성SDS 임직원들이 푸르메재활센터의 치료기구와 치료실, 

어린이도서관을 소독하고 세척하는 봉사에 나선 덕분에 

청결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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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애인복지관

2011년 개관한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와의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와 

안정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12.  찾아가는 예술학교

장애어린이·청소년들이 뮤지컬, 노래 공연을 통해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1. 21.  과천시보건소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업무협약

지역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천시보건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6. 23.  경기복지재단 경영컨설팅 진행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 10.  식당운영위원회 첫 개최

복지관 이용자에게 만족도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4.  지역복지 이야기마당 개최

지역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각 지역의 복지사례를 공유하고, 

복지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 2.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회 참가

45개국의 정부관계자, 재활전문가들이 함께한 국제대회에서 

과천시장애인 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실천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용자 장애유형이용자 연령

구분 인원 (명) 비율 (%)

합계 1,053 100

0-9세 52 4.9

10-19세 98 9.3

20-29세 86 8.2

30-39세 46 4.4

40-49세 74 7.0

50-59세 124 11.8

60-69세 147 14.0

70-79세 215 20.4

80세 이상 211 20.0

구분 인원 (명) 비율 (%)

합계 1,053 100

간장애 1 0.1

간질장애 3 0.3

뇌병변장애 130 12.3

시각장애 75 7.1

신장장애 15 1.4

심장장애 6 0.6

언어장애 3 0.3

자폐성장애 57 5.4

장/요루장애 6 0.6

정신장애 27 2.6

지적장애 114 10.8

지체장애 294 27.9

청각장애 82 7.8

호흡기장애 2 0.2

중복장애 14 1.3

미등록 224 21.3

2015 주요 활동

연간 이용인원 (명) 이용건수 (건) 주요사업

상담사례관리사업, 기능강화지원사업, 직업지원사업,

가족문화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편의증진사업, 기획홍보사업, 주간보호사업

239,491 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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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장애인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종로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푸르메재단이 3천여 기부자의 후원을 받아 2012년 건립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물리적·사회적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 10.  종로복지박람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9. 9.  개관 3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장벽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 20.  장애인의 날 ‘종로구 어울누림축제’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8. 7.  프로필 사진촬영 이벤트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메이크업, 사진촬영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11. 27.  장애청소년연극제 ‘포텐프로젝트 발표회’

장애청소년들이 연극 무대에 올라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2. 17.  제3회 종로송년예술제 ‘따뜻한 메아리’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이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용자 장애유형이용자 연령

구분 인원 (명) 비율 (%)

합계 1,149 100

7세 이하 42 3.7

8-13세 131 11.4

14-19세 239 20.8

20-29세 265 23.1

30-39세 93 8.1

40-49세 90 7.8

50-64세 131 11.4

65세 이상 131 11.4

미상 27 2.3

구분 인원 (명) 비율 (%)

합계 1,149 100

간질장애 6 0.5

뇌병변장애 147 12.8

시각장애 141 12.3

신장장애 13 1.1

언어장애 8 0.7

자폐성장애 136 11.8

정신장애 33 2.9

지적장애 444 38.6

지체장애 112 9.8

청각장애 74 6.4

심장장애 1 0.1

장/요루장애 1 0.1

미등록 33 2.9

연간 이용인원 (명) 이용건수 (건) 주요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사업,

성인장애인 여가스포츠 지원사업, 장벽 없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122,080 52,628

2015 주요 활동

미상은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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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아이존은 푸르메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발달장애아동·청소년 정신보건기관 

입니다. 발달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치료를 

제공해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행복한베이커리&카페는 2012년에 

문을 연 이래로 5개 매장에서 총 13명의 장애인 직원이 

고용되어 전문 바리스타로서 성장해나가는 일터입니다. 

SPC그룹, 서울시, 소올베이커리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꾸준히 협업하며 2016년에도 2개의 신규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치료재활사업 ─ 개별치료: 언어, 인지학습, 놀이, 미술, 음악, 특수체육, 심리검사

─ 집단치료: 학교준비·적응·연계, 사회성 증진, 지역사회적응, 방학 프로그램 등

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부모집단상담, 포토보이스 프로그램, 비장애형제지원프로그램 

교육 및 지역연계구축사업 연합/내부/자문의 사례회의, 종사자 및 부모역량강화교육, 자원봉사자 관리 등 

행사사업 개소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재단연계행사, 가족나들이, 가족송년회 

연구사업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운영 현황

구분 개점일 직원 수 운영 시간 연락처 2015 월평균 매출액

푸르메센터점 2012. 9. 26. 5명

(장애인직원 3명)

월-금 8:00-19:00

토 9:00-18:00

02-6395-7048 11,786,973원

인재개발원점 2013. 5. 15. 4명

(장애인직원 2명)

월-금 7:30-18:00 02-521-4419 14,120,588원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점

2013. 10. 29. 4명

(장애인직원 3명)

월-금 8:00-21:00

토 8:00-17:00

070-4131-7058 8,298,479원

시립은평병원점 2013. 12. 19. 3명

(장애인직원 2명)

월-금 9:00-20:00 070-7836-2719 -

서울도서관점 2014. 4. 3. 5명

(장애인직원 3명)

화-금 9:00-20:00

토-일 9:00-18:00

02-732-1787 9,279,273원

제2회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개최

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개최해 바리스타로서 커피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음료에 

도전하는 열의를 보여줬습니다.

개점 3년 만에 흑자 전환 

2012년 푸르메센터점을 열고 개점 3년 만에 손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북페스티벌에서 1천여 명에게 제품을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커피 원두의 정기 납품처를 확

대했습니다. 핫도그와 잉글리쉬머핀샌드위치 등 스낵 메뉴

의 인기도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2015 중점 사업

이용 개요 (2015. 12. 기준)

서비스
(%) 56

35

9

장애 유형
(%)

48

26

23
3

의료 보장
형태(%)

56

22

19

3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틈새

지적장애

발달지연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개별지원(개별치료, 부모·가족,

검사평가, 기타)

집단지원(사회성증진, 부모·가족, 기타)

간접지원(연계, 사후관리)

2015 중점 사업

자폐스펙트럼장애(ASD)아동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와 협력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 의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치료를 초기에 실시해 예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종로아이존 개소 3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개소 3주년 기념 ‘발달장애아동의 근거기반 서비스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부모교육 매뉴얼 및 치료 환경에 대한 연구, 

발달장애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효과 및 

개입 방안 등의 발표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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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회

김문규 감사 
태율회계법인 이사

한국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공부한 후 현재 태율회계법인 

이사로 있습니다. 풀무원 사외이사 및 명지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뒤 (주)에스제이엠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감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워싱턴대 회계학, 뉴욕대 로스쿨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뉴욕 

딜로이트앤투시에서 국세조세 매니저를 

거쳐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현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사장 
변호사 / 前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서울대 정치학과, 1976년 18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뒤 전주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으면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 문화부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정식 공동대표
(주)서울문화사 총괄사장 / 前 CBS 사장

서울대 사범대 지리학과 졸업 후 CBS에 입사, 

KBS 기자로 일한 뒤 다시 CBS로 돌아와 

정치부장,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노컷뉴스 

회장, 뉴스1 사장을 거쳐 현재 (주)서울문화사 

총괄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수 명예이사장 
우리마을 촌장 / 前 성공회대 총장

연세대 신학과, 성공회 성미카엘 신학원에서 

공부한 후 1964년 대한성공회 사제서품을 

받고 대한성공회 초대 관구장을 역임한 뒤 

성공회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습니다. 현재는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강화 우리마을 

촌장입니다.

김용해 공동대표 
서강대 교목처장

전남대 법학과, 1986년 한국예수회에 

입회했습니다. 서강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신학과 

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강대 교목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이사 
前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前 동아일보 회장

서울대 정치학과 및 대학원 졸업 후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 단국대학교 이사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원택 스님 
부산 고심정사 주지 /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1972년 성철 스님의 

문하로 출가했습니다. 1987년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장경각 대표, 조계종 총무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인숙 이사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한양대 겸임교수

한양대 건축학과,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뮌헨대와 뮌헨공대에서 

미술사학 및 문화재학을 연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국제레저센터 Willows, 상하이 세계 

명인성 마스터 플랜, 경기도 광덕사 등을 

설계했습니다.

백경학 상임이사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前 CBS,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기자

연세대 사학과 졸업 후 CBS와 한겨레신문,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독일 뮌헨대 

정치학과에 객원연구원으로 수학했습니다. 

2010년 연세사회봉사대상 수상, 2014년 국민

포장을 수상하였으며, 동아일보가 선정한

‘2020년을 이끌어갈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송재용 이사
푸르메재단 이사 / 푸르메재활센터 경영본부장

前 하이닉스 사외이사

서강대 무역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 후 

외환은행 여의도광장지점장, 독일외환은행 

법인장, 외환은행 글로벌 상품본부장, 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푸르메재활센터 

경영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국정 이사 
前 SBS 대표이사

서울대 사학과 졸업 후 1970년 KBS PD로 

입사, SBS 제작본부장 및 편성본부장을 거쳐 

SBS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습니다.

문창진 이사 
CHA의과대학교 부총장

前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

서울대 사회학과, 시카고대 대학원 

사회학박사, 보건복지부 공보 총무과장을 거쳐 

사회복지 정책실장, 차관,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CHA

의과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윤태 이사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부원장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가톨릭의대에서 공부하고 1991년 재활의학 

전문의가 된 이후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국립재활원 CBR 

공공재활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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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홍보대사

엄홍길 ─ 산악인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마음으로 장애어린이의 희망을 향해 도전!”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산악인으로 세계 최초로 16좌를 완등했습니다. 

동상 때문에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게 된 엄홍길 대장은 “나도 장애인”

이라면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 특히 장애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청소년 백두산 등반, 네팔미소원정대, 

한라산 등반, 성곽길 탐험 프로젝트, 기적의 책 캠페인 ‘책 읽는 미라클맨’ 

강연자로 참여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근호 ─ 축구선수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장애어린이의 꿈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기부자로 

인연을 맺게 되면서 푸르메재활센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 함께 해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듯 장애어린이들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지선 ─ 작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정성을 모아주세요.”

2005년부터 활동한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1호입니다. 뉴욕 마라톤 완주

(2009), 서울국제마라톤 완주(2010) 및 이지선 천사기금도 마련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월 11일 참여하는 ‘기부데이’ ARS 캠페인을 진행하고 현재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2013년 시작된 ‘기적의 손잡기’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은미 ─ 가수

“장애어린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줄기 햇살이 되어주세요.”

최고 가창력을 가진 중견 가수로 콘서트 및 방송 출연을 통해 왕성한 

활동 중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열정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은미 

씨는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해피에너지(네이버 해피빈)를 

직접 진행하고, ‘만원의 기적 콘서트’에서 열창하는 등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션 ─ 가수

“사랑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가수에서 많은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되길 자처한 

션. 전 세계 8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의 수많은 

장애어린이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 원씩 365만 원을 

기부하는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헌신적으로 진행합니다. 

철인3종경기, 마라톤, 사이클 등 1만km를 완주해 기부하고 부인 정혜영 

씨와 고액기부자모임 더미라클스(The Miracles) 초대회원으로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 방송인, 김민국 부자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만큼 다른 가정의 어린이들도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으로 큰 사랑을 받은 김성주, 김민국 부자는 SNS 

캠페인 ‘영웅 망토 릴레이’의 첫 주자로 참여했고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성주 씨는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 온 

푸르메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에게 힘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경덕 ─ 홍보전문가

“장애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지치지 않고 뛰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홍보전문가로 푸르메재단의 공익광고를 제작해 재단이 

조금 더 쉽게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원의 

기적 토크 콘서트’에 사회자 및 게스트로 참여하고 기적의 책 캠페인 ‘책 

읽는 미라클맨’ 강연자로 적극 소통에 나서는 등 대외적으로 푸르메재단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나경은 ─ 아나운서

“장애는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나경은 아나운서는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에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어린이와 함께하면서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장애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푸르메재단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2010년 푸르메재단의 바자회 진행 및 

재단 5주년 행사의 사회를 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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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요 연혁

연혁

1. 13.

1. 23.

서울특별시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

키엘, ‘키엘 울트라 러브’ 캠페인 진행 및 기부금 전달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천사의 미소 기금 전달식’ 개최

어린이재활병원 신축공사 상량식 

‘기적의 책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 개최 

Jan Jul

Feb Aug

Mar Sep

Apr
Oct

May

Nov

Jun

Dec

2. 10.

2. 26.

3. 9.

3. 31.

4. 2.

4. 7.

4. 14.

4. 20.

4. 29.

5. 9.

5. 13.

5. 16.

5. 28.

6. 2.

6. 11.

6. 23.

6. 24.

6. 29.

7. 1.

7. 7.

7. 8.

8. 13.

9. 1.

9. 4.

9. 13.

10 .8.

10. 13.

10. 28.

11. 3.

11. 6.

11. 25.

11. 27.

12. 22.

12. 23.

12. 30.

홍보대사 션, 10,000km 완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1억 원 기부

푸르메재단 2015년 1차 정기이사회 개최

푸르메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외환은행나눔재단, 푸르메재활센터 의료기구 후원

카카오,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협약 체결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 출시 60주년 기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1,004만 원 기부

푸르메재단 상반기 CSV 포럼 개최

라이스메이커, 도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인세 2% 기부 협약체결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 기부 전달식

대림바스, 어린이재활병원에 유아용 욕실 후원

넥슨 추진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365만 원 기부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마이크로킥보드 가족라이딩’ 행사 개최

SPC와 함께하는 ‘2015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푸르메재단 10주년 기념행사 ‘푸르메 친친파티’ 개최

홍보대사 션, 2015 철인 3종 경기대회 수익금 5,150만 원 기부

축구선수 이근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4,000만 원 기부

더미라클스·아너 소사이어티 업무 제휴 협약 체결

축구선수 이근호,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위촉

효성·푸르메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 지원기금 전달식’ 개최

이피코리아(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5,000만 원 기부

한국짐보리(주)짐월드, 푸르메재활센터 교구 후원 

어린이재활병원 개원준비단 발족 

‘한국MDRT DAY’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기부

제3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 경기대회 개최 

홍보대사 션, 철인3종 경기 완주 기념 1억3백만 원 기부

한국짐보리(주)짐월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1천1백만 원 기부

푸르메재단 소식지 ‘희망의 홀씨’ 창간

서울시와 공공보건의료 수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의료원과 의료취약계층 및 장애어린이 의료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주)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2,000만 원 기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행복나눔단,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5,000만 원 기부

효성과 함께하는 2015 푸르메작은음악회 개최 

하나금융나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수중재활치료기기 지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준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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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명단

기부자 명단

고세미, 고수미, 고수진, 고연숙, 고영수, 고영애, 고영일, 고영자, 고영희, 고옥선, 고우찬, 고원경, 고유경, 고유리, 고유미, 고은, 고은선, 고은이, 고은정, 고은혜, 고은희, 고인석, 

고자연, 고자영, 고장선, 고재균, 고재영, 고재은, 고재춘, 고정우, 고정욱, 고정진, 고정화, 고정환, 고정희, 고주영, 고준영, 고지수, 고지영, 고지훈, 고진만, 고창덕, 고태호, 고태희, 

고필권, 고현경, 고현주, 고형석, 고호현, 고희경, 공민석, 공병조, 공봉학, 공석금, 공준표, 공찬현, 공헌구, 공현주, 공희정, 곽경석, 곽근영, 곽남규, 곽노주, 곽도훈, 곽명미, 곽민정, 

곽민혜, 곽범준, 곽병두, 곽병숙, 곽병익, 곽병찬, 곽상영, 곽성욱, 곽세영, 곽수진, 곽승연, 곽유리, 곽윤도, 곽윤정, 곽은미, 곽은실, 곽재복, 곽춘희, 곽태선, 광명기독교청년회, 

광주서구 짐보리, 교보생명MDRT, 교보생명보험임직원95명일동, 구경희, 구둘래, 구명숙, 구미영, 구민정, 구민혜, 구병수, 구본기, 구본자, 구본찬, 구본쾌, 구봉진, 구상희, 구선경, 

구성준, 구수진, 구숙경, 구숙희, 구순이, 구영순, 구영호, 구영회, 구은정, 구자영, 구정연, 구종회, 구태순, 구태화, 구태훈, 구특진, 구현숙, 구형규, 구희윤, 국민은행청운동지점, 

국중영, 국형준, 국혜지, 군산영광중학교 학생일동, 권경민, 권경숙, 권경안, 권구철, 권규창, 권금순, 권기주, 권길도, 권난기, 권남준, 권대길, 권동혁, 권리향, 권미라, 권미성, 권미현, 

권미형, 권미혜, 권미화, 권민석, 권민주, 권민희, 권범석, 권병구, 권병렬, 권병채, 권상진, 권상탁, 권석민, 권성민, 권성의, 권성준, 권성준, 권성하, 권세환, 권소연, 권수경, 권수현, 

권순기, 권순목, 권순아, 권순애, 권순창, 권순형, 권승영, 권애영, 권양원, 권영득, 권영란, 권영숙, 권영우, 권영주, 권영진, 권영희, 권오성, 권오술, 권오신, 권오현, 권옥자, 권우주, 

권유진, 권은경, 권은영, 권은영, 권은자, 권은지, 권은혜, 권의겸, 권인숙, 권인애, 권인태, 권일안, 권재식, 권재형, 권정기, 권종탁, 권주리, 권주원, 권지수, 권지영, 권지용지디월드, 

권지은, 권지훈, 권진영, 권진현, 권처달, 권춘성, 권태순, 권태형, 권태훈, 권택명, 권혁래, 권혁세, 권혁찬, 권혁철, 권혁필, 권현미, 권현섭, 권현정, 권형주, 권혜자, 권혜진, 권화숙, 

권효민, 권희연, 권희주, 글담출판사, 금경란, 금순택, 금신자, 금지애, 금창성, 금현정, 기상연, 기영남, 기종림, 기창명, 기태우, 길나연, 길남예, 길유경, 길희권, 김가경, 김가나안, 

김가윤, 김가인, 김감남, 김갑봉, 김갑성, 김갑수, 김강섭, 김강수, 김건, 김건아, 김건우, 김건우, 김건희, 김경, 김경남, 김경렬, 김경령, 김경리, 김경림, 김경만,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민, 김경민, 김경배, 김경석, 김경석, 김경선, 김경선, 김경섭, 김경성, 김경수,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술, 김경심, 김경심, 김경애, 김경애, 

김경열, 김경용, 김경우, 김경원, 김경원, 김경은, 김경자, 김경중, 김경철, 김경태, 김경한, 김경호, 김경호, 김경호,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산, 김계환, 김고은, 김공필, 김관준, 김관찬, 김광남, 김광덕, 김광백, 김광섭, 김광수, 김광숙, 김광식, 김광옥, 김광옥, 김광우, 김광윤, 김광익, 김광임, 김광표, 김광호, 김광희, 

김구연, 김구한, 김국, 김국기, 김국연, 김국정, 김국정, 김국현, 김국화, 김권회, 김귀순, 김귀은, 김규근, 김규년, 김규동, 김규랑, 김규련, 김규섭, 김규호, 김균원, 김근아, 김근영, 

김근우, 김근태, 김금안, 김금옥, 김금의, 김금자, 김금주, 김기근, 김기도, 김기동, 김기룡, 김기민, 김기선, 김기선, 김기선, 김기섭, 김기성, 김기수, 김기술, 김기열, 김기영, 김기완, 

김기웅, 김기윤, 김기자, 김기주, 김기태, 김기택, 김기헌,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기홍, 김기회, 김기훈, 김기희, 김길종, 김나결, 김나경, 김나경, 김나리, 김나연,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영, 김나영, 김나윤, 김나진, 김나현, 김나희, 김낙혁, 김남권, 김남섭, 김남순, 김남영, 김남옥, 김남우, 김남은, 김남이, 김남주, 김남중, 김남현, 김남훈, 김남흥, 

김남희, 김남희, 김다소미, 김다슬, 김다영, 김다영, 김다임, 김다정, 김단비, 김대광, 김대규, 김대근, 김대기, 김대승, 김대영, 김대영, 김대용, 김대운, 김대운, 김대원, 김대응, 김대준, 

김대중, 김대진, 김대진, 김대진, 김대혁, 김대현, 김대호, 김대호, 김대화, 김대환, 김대환, 김대환, 김대희, 김덕분, 김덕영, 김덕현, 김도근, 김도영, 김도영, 김도영, 김도영, 김도윤, 

김도현, 김도형, 김도형, 김도호, 김도훈, 김도훈, 김도훈, 김돈겸, 김동규, 김동규, 김동균, 김동균, 김동석, 김동석, 김동숙, 김동식, 김동신, 김동업, 김동우, 김동욱, 김동운, 김동웅, 

김동원, 김동원, 김동윤, 김동은, 김동이, 김동익, 김동준, 김동준, 김동진, 김동하, 김동하, 김동혁,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형, 김동호, 김동환, 김동효, 김동희, 김두연, 

김두영, 김두현, 김두현, 김두형, 김득동, 김득수, 김라미, 김래석, 김래원, 김령경, 김마리아, 김말임, 김명곤, 김명렬, 김명선, 김명섭, 김명수, 김명수, 김명숙, 김명숙, 김명순, 김명식, 

김명식, 김명연, 김명옥, 김명완, 김명임, 김명자, 김명진, 김명치, 김명화, 김명희, 김명희, 김묘진, 김무용, 김문구, 김문규, 김문규, 김문영, 김문용, 김문정, 김문철, 김문화, 김문희, 

김문희,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나, 김미남,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미, 김미미, 김미선,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순, 김미아,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자, 김미자,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진, 김미진, 김미진, 김미향, 김미향, 김미현, 

김미혜, 김미희, 김미희,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관, 김민국, 김민기, 김민범, 김민서, 김민서, 김민석, 김민선, 김민선, 김민설,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식, 김민아, 김민아,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우, 김민우, 김민율, 김민자,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제,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채, 김민호, 김민희, 김민희, 김민희, 김민희, 김바다, 김반야, 김방선, 김백수, 김백운, 김범구, 김범석, 김범성, 김범수, 김범수, 김범수, 

김범준, 김범호, 김별하, 김병국, 김병국, 김병률, 김병수, 김병수, 김병완, 김병용, 김병일, 김병철, 김병철, 김병헌, 김병헌, 김병호, 김보경, 김보경, 김보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미, 김보람, 김보람, 김보린, 김보미, 김보미, 김보성, 김보연, 김보영, 김보영, 김보영, 김보옥, 김보위, 김보은, 김복돌, 김복수, 김복순, 김봉관, 김봉규, 김봉선, 

김봉수, 김봉완, 김봉용, 김봉진, 김봉철, 김부자, 김분이, 김분현, 김분희, 김빛나, 김산, 김삼식, 김상교, 김상규, 김상균, 김상근, 김상기, 김상도, 김상림, 김상명, 김상모, 김상미, 

김상미, 김상범, 김상수, 김상수, 김상숙, 김상숙, 김상숙, 김상아, 김상옥, 김상옥, 김상욱, 김상윤, 김상일, 김상자, 김상진, 김상천, 김상철, 김상현, 김상현, 김상환, 김상훈, 김상훈, 

김상희, 김새봄, 김샘터, 김샛별, 김서라, 김서린, 김서영, 김서윤, 김서윤, 김서율, 김서은, 김석, 김석규, 김석민, 김석민, 김석운, 김석인, 김석준, 김석준, 김석진, 김석현, 김선경, 

김선경, 김선규, 김선미, 김선미, 김선아, 김선아,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용, 김선자, 김선주, 김선중, 김선호, 김선화, 김선환, 김선훈, 김선희, 

김성겸, 김성경, 김성구, 김성규, 김성근, 김성기, 김성기, 김성남, 김성란, 김성문, 김성문, 김성민, 김성민, 김성배, 김성백, 김성보, 김성봉, 김성산,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숙, 김성숙, 김성식, 김성열, 김성엽, 김성용, 김성우, 김성우, 김성은, 김성은, 김성은, 김성일, 김성진, 김성태, 김성태, 김성태, 김성하, 김성혜, 김성호, 

김성환, 김성후,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권, 김세론아름, 김세린, 김세림, 김세영, 김세영, 김세영, 김세은, 김세은, 김세은, 김세인, 김세정, 김세정, 김세진, 김세진, 김세진, 

김세희, 김소라, 김소망, 김소보,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용, 김소윤, 김소율, 김소저, 김소정, 김소정, 김소진, 김소현, 김소희, 김소희, 김송이, 김송희, 

김수건, 김수경, 김수경, 김수경, 김수남, 김수린, 김수병, 김수빈, 김수아,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김수완, 김수원,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닷컴, 김수환, 김수환, 김수회, 김수희, 김수희, 김수희, 김숙경, 김숙경, 김숙연, 김숙영, 김숙좌, 김숙희, 김순미, 

김순복, 김순영, 김순옥, 김순자, 김순자, 김순재, 김순화, 김순희, 김슬기, 김슬기, 김슬지, 김승금, 김승미, 김승민, 김승복, 김승옥, 김승원, 김승중, 김승중, 김승찬, 김승택, 김승표, 

김승호, 김승훈, 김승훈, 김승희, 김승희, 김시봉, 김시선, 김시언, 김시영, 김시우, 김시윤, 김시응, 김시형, 김시환, 김신, 김신겸, 김신아, 김신우·권민경·김성은, 김아름, 김아연, 

김아영, 김아영, 김아윤, 김애리, 김애리, 김애순, 김애실, 김애영, 김양수, 김양수, 김양욱, 김억동, 김여정, 김여정, 김연갑, 김연균, 김연석, 김연선, 김연순, 김연실, 김연옥, 김연자, 

김연자, 김연정, 김연준, 김연태, 김연후,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영, 김영, 김영경, 김영국, 김영규, 김영규, 김영근, 김영근, 김영기, 김영기, 김영기, 김영남, 김영남, 

김영덕, 김영덕, 김영란, 김영란, 김영록, 김영림, 김영모,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범, 김영범, 김영삼, 김영삼, 김영상, 김영섭, 김영성,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식, 김영식, 김영식, 김영심, 김영애, 김영옥, 김영옥, 김영옥, 김영옥, 김영완, 김영우, 김영욱, 김영은, 김영은, 김영인, 김영인, 김영자, 김영자, 김영재, 김영재, 김영주, 

기업
(사)한국YWCA연합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유)티케이아이, (재)현대차 정몽구 재단, (주)다산북스, (주)다솔엔지니어링, (주)더난콘텐츠그룹, (주)도모컴퍼니,

(주)도서출판푸른숲, (주)도움과나눔, (주)마포신촌짐보리, (주)북이십일, (주)신한은행, (주)위즈덤하우스, (주)은행나무출판사, (주)인터파크, (주)효성, (주)금화PSC, (주)김영사,

(주)넥서스, (주)넥슨, (주)넥슨코리아, (주)다원스토리, (주)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주)동승통상, (주)동일이엔티, (주)두드림원, (주)드림호투, (주)메디치미디어, (주)문예출판사,

(주)민음사, (주)벤처캐슬, (주)북새통, (주)북하우스퍼블리, (주)비즈마컴, 삼성그룹, (주)상현상사, (주)서비데코, (주)선인유니텍, (주)성현메디텍, (주)세동콘트롤, (주)세움씨엔티,

(주)세전, (주)스마트북스, (주)스마트플레이스, (주)쌤앤파커스, (주)쓰리디산업영상, (주)아모레퍼시픽, (주)알피코프, (주)에이에스엠케이, (주)엔엑스씨, (주)여백미디어,

(주)예감, (주)오투스페이스아딸, (주)우리은행종로4가지점, (주)운잠캐슬, (주)원앤원콘텐츠그룹, (주)원창, (주)위버시스템즈, (주)이토마토방송, (주)인비트윈, (주)인플루엔셜,

(주)잉크메이드, (주)장인인테리어, (주)저스티스건설, (주)저스티스이엔씨, (주)지오인포테크이노베이션, (주)짐월드, (주)창비, (주)캠핑퍼스트, (주)코이너스인터내셔날,

(주)클리오, (주)퓨쳐포인트, (주)피지전자, (주)하이랜드푸드, (주)한경비피, EDELMAN, KB국민은행청운동지점, MBC마이리틀텔레비전, SMI 엔터테인먼트(주), 골목길, 

교보생명보험(주), 교보핫트랙스(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생활체육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길종합건축, 남우관광(주), 대림비앤코(주), 대한적십자사, 더착한커피 NC

큐브점, 더착한커피 가능점, 더착한커피 가산점, 더착한커피 가재울점, 더착한커피 가좌점, 더착한커피 강동구청점, 더착한커피 강릉솔올점, 더착한커피 강서구청점, 더착한커피 

검단점, 더착한커피 경남대점, 더착한커피 고잔신도시점, 더착한커피 고투몰점, 더착한커피 고향행신점, 더착한커피 광교점, 더착한커피 광명점, 더착한커피 광흥창점, 더착한커피 

구로점, 더착한커피 구리점, 더착한커피 군산점, 더착한커피 김포사우점, 더착한커피 김포양촌점, 더착한커피 김포한강점, 더착한커피 나주혁신점, 더착한커피 난향점, 더착한커피 

논현점, 더착한커피 달동점, 더착한커피 당진점, 더착한커피 대림점, 더착한커피 대치점, 더착한커피 대화점, 더착한커피 덕소점, 더착한커피 덕정역점, 더착한커피 도봉구청점, 

더착한커피 독산점, 더착한커피 동아대점, 더착한커피 등촌점, 더착한커피 마두점, 더착한커피 망원점, 더착한커피 미리내점, 더착한커피 본점, 더착한커피 봉덕점, 더착한커피 

봉화산점, 더착한커피 부산남천점, 더착한커피 부산수안점, 더착한커피 부산시청점, 더착한커피 부천상동점, 더착한커피 부평점, 더착한커피 삼성중앙역점, 더착한커피 상수점, 

더착한커피 서산동문점, 더착한커피 서산점, 더착한커피 서울시청점, 더착한커피 서울역점, 더착한커피 성균관대점, 더착한커피 수원금곡점, 더착한커피 수원법원점, 더착한커피 

수원성대점, 더착한커피 신림점, 더착한커피 신월점, 더착한커피 신정점, 더착한커피 신촌점, 더착한커피 안산점, 더착한커피 야음점, 더착한커피 양주덕정점, 더착한커피 

여의도KDB점, 더착한커피 역삼점, 더착한커피 오류동점, 더착한커피 왕십리점, 더착한커피 용두점, 더착한커피 운암점, 더착한커피 운정점, 더착한커피 울산대점, 더착한커피 

울산점, 더착한커피 원미구청정, 더착한커피 을지대점, 더착한커피 의정부점, 더착한커피 이대점, 더착한커피 이수점, 더착한커피 익산점, 더착한커피 인천서구청점, 더착한커피 

인천효성점, 더착한커피 일산점, 더착한커피 일산탄현점, 더착한커피 장미의거리점, 더착한커피 전농점, 더착한커피 전주점, 더착한커피 정발산점, 더착한커피 중동점, 더착한커피 

중앙대점, 더착한커피 중화역점, 더착한커피 진주점, 더착한커피 철산점, 더착한커피 철원점, 더착한커피 청주가경점, 더착한커피 탄현홀트점, 더착한커피 평내점, 더착한커피 

평촌점, 더착한커피 포천점, 더착한커피 포항오천점, 더착한커피 푸른광명점, 더착한커피 하안점, 더착한커피 혜화점, 더착한커피 호계점, 더착한커피 홍대KT점, 더착한커피 

화곡본동점, 더착한커피 화곡점, 도서출판 부키, 도서출판 어크로스, 두산그룹, 듀얼짐, 디오브루잉(주), 뜨인돌출판 , 라이스메이커(주), 렉스푸드, 리더스하우스, 리드교육연구원, 

메인스튜디오, 박종욱, 법무법인한누리, 브이다스, 사단법인 가톨릭영화인협회, 사단법인더멋진세상, 사단법인 서울국제친선협회, 사회복지법인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에스피씨행복한재단, 삼성물산(주)패션부문, 세림어린이집 원생일동, 솔로몬산업(주), 시공사, 시대의창출판사, 시연공조테크,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화건설, 

아미스테크놀로지(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에스앤씨로직스(주), 에스앤제이이노베이션, 에스에이치비컨 , 엘오케이(유), 열린책들, 이피코리아(주), 재단법인 

하나금융나눔재단,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정광피엔아이, 제이에이치에셋(주), 글로벌맨파워시스템, 도서출판아름다운사람들, 라이벌공연전문회사, 렉스팜서울사무소, 

미래엔, 미메시스, 부키출판사, 비즈니스북, 에코힐링, 영화사 빅, 이가전람, 제이티비씨, 카카오, 토브미디어, 토파스코리아, 프롬북스, 대영스포츠, 도서출판센추리원, 오피엘코리아, 

인빅투스미디어, 조선에듀케이션, 중앙북스, 지음테크,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지세무법인, 출판명인, 파라다이스그룹, 카길코리아 유한회사, 트란스이스트상사(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서부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남지사(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남지사(양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중앙),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한빛비즈(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엘리베이터(주), 홀트아동복지회, 홍익출판사, 회계법인새시대 ─ 총 288개

개인
2015RLC, Alexander Van Leuven, ANGJIAGOON, BAP, BRANDED LIMITED, Crown FAM THAILAND, EFTKOREA, han jihee, Heart to Heart, HoppsPeterDonald, 

HUHNAMHUN, JIN XIANGHUA, Jonathan Baggett, kairos, Lena Park Kim·Young Shin Park·Myung Kyo Kim, LI JUN, making friends, MILLION DOLLAR ROUND 

TABLE FOUNDATION, PAN XINGAI, PH치과기공소, SFSLove and share, SHINHWA, SPC켈리너리아카데미 SCAE CDS4기, SReinFarce, SS501박정민, teamBrave, 

WYJ, 가얏고을벼룩시장, 가철수, 가호, 강가람, 강건욱, 강경권, 강경남, 강경래, 강경민, 강경민, 강경희, 강경희, 강규모, 강금숙, 강기열, 강기현, 강기훈, 강나연, 강나형, 강난희, 

강남구, 강대인, 강도한, 강도형, 강동규, 강동기, 강동연, 강동열, 강동욱, 강동철, 강동현, 강동호, 강동훈, 강두왕, 강두현, 강두호, 강리나, 강말자, 강명중, 강명희, 강문희, 강미경, 

강미란, 강미선, 강미애, 강미진, 강미현, 강미희, 강민경, 강민아, 강민지, 강민효, 강병옥, 강보향, 강봉녀, 강부용, 강상민, 강석문, 강석범, 강석용, 강석우, 강석철, 강석현, 강석홍, 

강선상, 강선옥, 강선호, 강성래, 강성열, 강성필, 강성희, 강세희, 강소리, 강소은, 강수권, 강수민, 강수민, 강수봉, 강수연, 강숙임, 강순남, 강순복, 강순이, 강승철, 강승환, 강신규, 

강신규, 강신달, 강신혜, 강쌍례, 강아인, 강양곤, 강역수, 강연주, 강연환, 강영미, 강영주, 강영천, 강영철, 강영희, 강오진, 강온유, 강용구, 강용의, 강원도, 강원석, 강유미, 강유빈, 

강유희, 강윤구, 강윤성, 강윤숙, 강윤정, 강은경, 강은경, 강은미, 강은비, 강은영, 강은정, 강은택, 강은희, 강인성, 강인황, 강인후, 강임순, 강재민, 강재봉, 강재호, 강전희, 강정, 

강정미, 강정숙, 강정욱, 강정원, 강정채, 강정훈, 강정훈, 강정훈, 강정희, 강종구, 강종모, 강주정, 강주호, 강주홍, 강지석, 강지수, 강지원, 강지원, 강지원, 강지현, 강지혜, 강지훈, 

강진구, 강진모, 강진욱, 강진주, 강진희, 강창권, 강창숙, 강채롱, 강철, 강철수, 강태성, 강태영, 강태영, 강태윤, 강태의, 강태환, 강태후, 강필모, 강필성, 강학수, 강한나, 강한석, 

강현미, 강현복, 강현순, 강현욱, 강현자, 강현정, 강현태, 강현호, 강형동, 강형민, 강형선, 강형준, 강혜경, 강혜란, 강혜련, 강혜림, 강혜영, 강혜영, 강혜원, 강혜정, 강혜진, 강호출, 

강홍재, 강희상, 강희숙, 강희원, 강희일, 강희찬, 개금초6-2졸업기념, 건축사사무소지오, 경가람, 경기도청어린이집, 경여울, 경주, 계승균, 고경석, 고경석, 고경식, 고경화, 고금주, 

고기열, 고길희, 고녹현, 고다솜, 고다희, 고대완, 고도화, 고동일, 고명숙, 고명한, 고미연, 고민선, 고범진, 고병우, 고보경, 고상윤, 고상호, 고석운, 고선옥, 고선형, 고성남, 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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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진, 김영찬, 김영태, 김영태, 김영택, 김영학, 김영학, 김영한, 김영헌, 김영현, 김영현, 김영호, 김영호, 김영화, 김영훈, 김영훈, 김영훈,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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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옥, 황승룡, 황승범, 황승욱, 황승욱, 황승환, 황연서, 황영규, 황영창, 황영희, 황옥경, 황용운, 황우식, 황우연, 황욱기, 황원규, 황유찬, 황윤상, 황윤찬, 황윤희, 황은경, 황은경, 

황은미, 황은선, 황은숙, 황은실, 황은혜, 황응률, 황의림, 황의숙, 황의영, 황인성, 황인숙, 황인실, 황인애, 황인욱, 황인욱, 황인혜, 황인호, 황일경, 황재경, 황재복, 황재성, 황재원, 

황재인, 황재필, 황정윤, 황정필, 황정현, 황정환, 황정희, 황제웅, 황종숙, 황준성, 황준영, 황지수, 황지영, 황지호, 황창서, 황창순, 황채현, 황철승, 황철호, 황초희, 황치조, 황현민, 

황현석, 황현선, 황현숙, 황현태, 황형준, 황혜정, 황혜진, 황훈선, 황희경, 황희영, 황희철, 효성기아, 효형출판, 휴먼디지탈, 희망이 ─ 총 8,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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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기금

배분사업 기금

치료에서 교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재활치료비, 

맞춤형보조기구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어린이천사기금

── 나눔치과치료지원기금,─어깨동무기금,─보조기구지원기금,─

100인후원회,─SPC행복한펀드

── 이종복희망나무기금

지정 기금

장애인과 가족에게 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을 발간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연구─및─교육기금,─출판기금,─옥토버훼스트복지기금,─

최중석출판기금

비지정 기금

장애인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합니다. 

운영 기금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재활치료시설 건립 기금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기금입니다. 질 높은 치료를 통한 회복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아가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 어린이재활병원건립기금,─만원의기적,─천원의기적,─

기적의손잡기

── 이지선의1004희망기금,─아름人기금,─천지人기금,──

김홍주1%기금,─성현메디텍기금─

── 사랑의연탄기금,─화성시기금,─민사고G4기금,─ ─

SK희망마라톤기금,─우리은행행복더함기금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기금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는 과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시설을 건립합니다. 건립 이후에는 

치료와 교육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충실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잔디기금

── 인세기금,─210새봄기금,─이철재희망샘기금,──

선인유니텍아이기금,─고정욱Free-Wheel기금,─

배영일Good-Will기금

── 대한척수손상재활물리치료학회Re-Born기금,

 ─ 100인후원회기금,─이종복투자클럽기금,─

박연신목련기금,─열린지평기금,─노부부동행기금,─

이토마토햇살증식기금,─KB어린이재활센터건립기금,─

SK텔레콤건립기금,─벤치기금,─나무기금,─주춧돌기금,─

나눔천사기금,─감동의마라톤기금,─아름다운시민기금,─

가치넷행복증식기금,─석창우금곡기금,─

경주마라톤희망기금,─이정식기금,─벽돌기금,─

신한은행나눔치과건립기금,─SBS사회공헌기금

모든 글, 사진, 그림은 푸르메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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