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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주신 

후원자님의 마음을 통해 그 어느때보다 

따뜻하고 벅찬 한해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 잊지 않고, 

더욱 고민하고 발로 뛰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플랜코리아 대표이사

플랜코리아 회장 

감사의 글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전히 답답한 한 해였지만, 후원자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비대면이라도 후원아동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꼭 다시 있었으면 합니다. 

- 이** 후원자

매년 후원아동이 성장한 사진을 받아 볼 때마다 

내가 아이의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행복함과 책임감을 느껴요.

- 박** 후원자

후원아동이 비뚤배뚤 알파벳을 편지에 쓴 것을 보고 

많이 대견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최** 후원자

플랜TV에서 

더 많은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4opMi0GBtMU


2021 Highlight

(단위: 명)

아동 지원

50,327,864명 

41,666개 커뮤니티

후원아동 지원

120만 명 

19,565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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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국 1,806개

프로젝트 진행



· 영유아 교육을 받은 소녀들

· 평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소녀들 

· 기술교육과 직업을 얻을 기회를 소녀들

· 성 및 출산 보건 관련 여건이 개선된 소녀들

·  성 인지적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녀들

·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녀들

4,000,000명

6,390,000명

560,000명

5,770,000명

5,943,000명

3,465,000명

GIRLS GET EQUAL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녀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66,800명

온라인상에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녀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FreeToBeOnline

Girls Takeover

수백 명의 소녀들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정치 분야에 

참여해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소녀, 차별과 편견을 허물다

26개국 26,000명

The Truth Gap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허위정보가 소녀들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의 진실

10월 11일

UN이 세계 여자아이의 날로 지정한 

이후 소녀들이 직면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



개발도상국 어린이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후원을 통해 아동과 아동이 사는 

지역의 개발사업을 지원합니다.

결연 아동

46개국  185개 지역  30,831명

졸업 아동

1,391명 자립한 지역 

수혜 아동 734명

자립한 지역 13개

후원자가 보낸편지 1,724통

후원아동이 보낸 편지 5,891통

“학교에 책상이 생겨서 학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후원자님 덕분이에요.”

- 비얀, 케냐 후원아동 -

2021년 플랜코리아 해외아동결연 주요 성과

해외아동

결연



누구에게나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어떤 상황에도 아이들이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세네갈 루가주 양질의 교육 지원사업 주요 성과

33개 초/중학교 4,500명 아동 지원

13개 학교 내 23개 교실 신축

남/여 구분된 화장실 59개 지원

98% 학생이 주 2회 보충수업 참여

78% 초등학교 졸업시험 통과 비율

73% 중학교 졸업시험 통과 비율

“ 학생들은 졸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보충수업을 통해 
최근 2년간 학업성취도면에서 상당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 루가주 교육부 담당자 -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좋은 양육 환

경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영유아 

지원

“유치원에 운동장이 생겨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어 신나요.” 

- 사업대상 유치원 아동 -

4회 

학부모와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어린이 클럽 운영

2개

교실 개보수

1개

화장실 신축 

2개

식수위생 

시설 지원 

2개

운동장 및  

울타리 조성 

베트남 꼰뚬성 닥롱사 마을 영유아 지원사업 주요 성과

*7개 유치원 대상



아동과 청년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지역 

사회 내에서 변화를 주도해 자신의 삶을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참여

“저는 사회의 일원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제가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캠페인 참여 여아 -

‘Time to Act!’ 
청소년 주도 

조혼 근절 캠페인 진행

아시아 여아 조혼 근절 캠페인 주요 성과

4명 

아시아 지역 

여아 조혼 근절 촉구 

연설자로 참여

10개국

조혼 금지 및 여아 권리 신장 

캠페인 진행



베트남 꼰뚬성 꼰플롱 현 어린이 클럽 활동 주요 성과

세네갈 루가주 아동보호 프로그램 주요 성과

모든 아동이 폭력과 차별을 당하지 않고 성

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와 협

력합니다.

아동보호

“어린이 클럽 활동을 통해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 망 깐, 어린이 클럽 참여 학생 -

6개 총 150명 

어린이 클럽 운영

월 2회 총 20회 

교육 지원

1,093회 

방임아동 

가정 방문 및 설득

33개 학교 총 9,523명 

여아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해 스스로의 힘으로 양질이 일자리와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술교육과 

일자리

“드림센터 입학 이후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어요.”

- 안나, 1기 교육생 -

3개

메인 실습실 

개보수

34종

기타 실습장비 

지원

14개

기관 현장실습 완료

케냐 자동차정비 교육 지원사업 주요 성과

63명

교육 참여 청소년

22종

실습 주요장비 

지원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

으로 자신의 삶과 몸을 스스로 통제하고 선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 건강과 

모성보호

“생리 중에도 학교에서 휴식을 취하고 도움을 구할 
공간이 생겨서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 수자타, 지원대상 학교 학생 -

교내 생리 위생 관리 시설 지원

생리 위생 관리 교실 지원, 

침대, 침구세트 지원, 위생용품 지원

성고정 관념 인식 개선을 위한 

여아 스포츠 활동 지원

체육복 48세트, 배드민턴 5세트, 

축구공 4개, 배구공 4개 및 배구 네트 1개 

네팔 청소년 성생식 보건 및 권리 증진 사업 주요 성과

성고정 관념 인식개선 캠페인

268명 참여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보호

를 우선으로 활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다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인도적 

지원

“플랜의 지원으로 아이들이 다시 교육받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 지원대상 학부모 -

2,400명

시리아 난민 및 

호스트 가족 구성원 지원

(여 1,200명/남 1,200명) 

1,489가구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약 7,390명)

812 가구

현금 지원 

SNS 캠페인 진행

코로나19 예방

이집트 시리아 난민 지원사업 주요 성과



그늘에 가려진 국내 취약계층 아동과 이웃

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국내지원

“보내주신 선물로 인해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행복해요.”

- 생리대를 지원 받은 여아 -

· 1,609가정, 1,664명  

·  아동 심리치료 지원: 41명 

·  한부모가정아동 양육지원: 5가정 12명  

위기아동지원

· 안전모 보급: 3개 학교 2,840개 

·  재난 안전교육 진행: 91개 학급 2,318명 

재난안전사업

· 학습비 지원: 4명 

플랜잇 장학사업

· 16가정 93명  

· 인식제고 캠페인: 100명 

재정착난민 지원

푸른꿈 자람터 지원 

· 교육지원: 6개 시설 122명 

· 환경개선지원: 4개 시설 140명 

· 여아 생리대 지원: 572명 여아



캠페인 활동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더 가깝고 재미있게 후원자 여러분과 만났습

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열정, 아낌없이 보내주신 응원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느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사업 보고서, 따분함을 벗고, 

SNS 인증템이 되다

세상에 하나뿐인 후원아동 얼굴이 각인된 팔찌, 내 

눈앞에 직접 펼쳐지는 드림빌리지 사업보고서, 기

존 형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사업보고서는 

SNS에서 핫한 인증템이 되었습니다. 

랜선 가족, 랜선 마을 

온라인에서 우린 이미 한 가족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지구

촌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을을 함께 만들

어 갔습니다. 

의견은 날카롭게, 응원은 따뜻하게, 
빈틈없는 온라인 소통

후원자님과의 소통 역시 온라인을 통해 빈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주신 날카로운 

의견, 따뜻하게 남겨주신 응원까지, 얼굴을 마주

하지 않아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플랜TV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후원자님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습

니다. 매회 진행된 이벤트에는 수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구독자 댓글을 

반영한 콘텐츠도 다수 제작되어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상 속 꿀팁 

[대희가 필요해]

후원자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하나의 나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 

[전지적 플랜시점]

NGO활동의 모든 것 

[그곳에 가면 오지엔]

세상을 바꾸는 플랜TV

조회수 

492,321회

시청시간 

6,977시간

댓글 수 

735건

시청하기 2021년 플랜TV 분야별 인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lmjEkartaY
https://www.youtube.com/watch?v=yFeKCK1kM-0
https://www.youtube.com/watch?v=Di5Y88D3V6M
https://www.youtube.com/watch?v=nLGQSNqCBvI


플랜코리아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며,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내외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플랜의 투명한 이야기

후원금 내역과 사업 수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수입/지출 내역 및 사업보고서 등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공개

·  국세청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 서류 제출 및 공개

회계기준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 

엄격하게 후원금을 관리합니다

·  매년 내/외부 감사 진행 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  관련 회계 기준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 후원금 집행

소외된 아동의 편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정직하게 활동

·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

시청하기 
후원금 사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

김대희, 이승윤 홍보대사가 더욱 쉽게 설명해드려요

https://www.youtube.com/watch?v=TcfMj6XxuF0
https://www.youtube.com/watch?v=J66oqrgs3n8


플랜코리아 

2021 재정보고

영유아 지원기술교육과 일자리 청소년 참여 국내아동지원

차년도 확정 사업비 아동보호성 건강과 권리인도적 지원교육

수입
72.7%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7%

기업 및 개인 

사업 후원금

12.9%

정부 및 기관 

사업 후원금

6.9%

국내아동

지원 후원금

0.5%

기타 수입

지출
80.9%

사업비

11%
모금비

4.1%

운영비

4%

차기 이월

사업비 세부내역

18.8% 16.3% 15.1% 10.6% 8.6% 8.6% 7.8% 7.2% 7%



*2021년 6월 30일 기준

수입 세부내역

항목 세부내용 금액(단위: 원)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10,473,678,346 

정부 및 기관 

프로젝트 후원금

한국국제협력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정부 및 기관 후원금
1,860,105,757

기업 및 개인 

프로젝트 후원금
개인, 기업, 학교, 단체 후원금 1,008,095,608

국내아동지원 후원금 국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993,880,766

기타 수입 기타 후원금 70,627,484

합계 14,406,387,961

지출 세부내역

항목 세부내용 금액(단위: 원)

사업비

영유아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학부모 교육 등 840,794,338

교육
학교 건축, 학용품지원, 교실 기자재 구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2,190,780,560

청소년 참여
청소년 기술교육, 청소년 역량강화 참여 

프로그램 진행 등
 904,726,652

아동보호
아동학대방지활동, 지역사회 내 아동참여 

강화 지원 등
1,005,370,408

기술교육과 

일자리
기술교육, 창업 및 생계지원활동 진행 등 1,005,203,454

성 건강과 

권리

보건소 건설, 의료서비스지원, 

모성건강지원 등
1,234,525,694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활동, 재난예방 및 대응 교육, 

재건활동 등
1,758,900,582

국내아동

지원
아동보호, 위기아동지원, 환경개선, 물품지원 등 815,904,122

차년도 

예정 사업비
2022년 사업을 위해 확정된 금액 1,900,146,613

모금비 후원자 관리 및 제반 홍보활동비 등 1,587,231,555

운영비 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비, IT, 감사, 운영비 등 589,558,637

차기이월 2022년 사업 준비금 573,245,346

합계 14,406,387,961



후원문의 1544-3222

모바일로 더욱 쉽게

플랜코리아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plankorea.or.kr The좋은가게

www.plankorea.or.kr
https://www.youtube.com/c/PlanKoreaMedia/featured
https://www.planshop.co.kr/main/main.do
https://blog.naver.com/plan-korea
https://www.facebook.com/plan.kr/?ref=page_internal
https://twitter.com/plankorea
https://www.instagram.com/plankorea/
https://pf.kakao.com/_wVSY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