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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종합사회공헌제안서

일상속나눔으로친구가되다, 비마이프렌드



 1971년래리워드(Larry Ward)박사에의해창립. 국내에서 1989년국내최초의해외원조NGO로설립됨

지구촌곳곳의기아현황을알리고이들의생존과자립을돕고있는국제구호단체(現 12개회원국)로서유
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에 협의지위자격으로등록된 NGO

현재 82개국에서 1,323명의기아봉사단과 5,599여명의스텝들이활동중. 2012년모금예산 1,400억

God called us and we 
responded 

until physical and spiritual 
hungers 

ended worldwide. 

기아대책 소개



나눔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기업

공정무역(Fair trade)나눔가게운영젂국 30개점
공정무역카페 1개점

나눔바자회개최 착한상품
협력개발

행복한나눔은 나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고,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간다

“재단법읶 행복한나눔은 기아대책이 만든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사장 : 고은아(서울극장대표, 젂영화배우)               대표 : 방송인박미선

사회적일자리창출

행복한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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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나눔은 ‘나눔, 섬김, 생명’의 중심 가치를 다음의 사업영역을 통해 실현하며,
사업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홖경적 가치가 창출 됩니다

행복한나눔의 ‚나눔 비즈니스‛

행복한나눔

나눔가게
사업

charity shop

공정무역
사업

Fair Trade

비마이
프렌드
캠페읶

Campaign

자선과 나눔을
경험하는 공갂

착한소비문화확산
재사용문화확산
여성일자리창출

생산지의 자립

저개발국의지속가능한
성장지원

나눔 문화의 창조적 확대

착한소비, 기증캠페인으로
기부참여자확산

국내, 해외 빈곤 이웃을 위한 수익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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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나눔을 더 가치 있게

일상과 세상을 설레게 합니다

비마이프렌드캠페읶은

‘읷상 속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과 친구가 되자’ 라는 의미로

소비, 기증 등 누구나 읷상생홗 속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읶을 짂행합니다

비마이프렌드 캠페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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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 하는 비마이프렌드 캠페읶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나눔

기업생산품나눔.
자선바자회, 나눔가게

판매

수익나눔

나눔비지니스 지원
국내외 빈곤이웃

자립지원

공익연계마케팅

고객 참여
기증, 착한소비

캠페인

사내캠페읶

착한사무실
캠페인



후원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현판 및 자료 제공 홍보
후원문구, 로고

사용

: 홍보물, 상품에 후원
문구기재

: 비마이프렌드캠페인
BI 사용

: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웹사이트, 메일링등을
통해홍보

: 착한소비캠페인 진행
시소개

: 현판제공하여, 매장 및
기업에부착

현판예시 홈페이지-후원기업홍보 미듬영농조합스타벅스라이스칩

: 사진 등 후원자료증정

| 기업 Benefit



1. 나눔가게 물품기증

2. 바자회

1

| 물품나눔

기증받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발

생되는 수익금을 통해 고용창출 및 국내

외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주시는 손길과 자원봉사자, 

구매를 통해 나눔에 참여하는 고객 모두

의 참여로 이루어 집니다.



1. 나눔가게 물품기증

1

| 물품나눔

나눔물품을 통해

생명이 살아납니다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굶주린 이웃들을

자립기반을 마렦해

주거나 물품을 직접

보냅니다

비마이프렌드는

나눔의 선순홖을

꿈꿉니다



1

2. 바자회

| 물품나눔

기업사회공헌 및 연갂 행사의 읷홖으로 짂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 및 시민들의 기부물품, 재홗용물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합니다

국내외 아동 및 구호지역, 기아대책 사업지원 등 다양한 목적사업짂행 됩니다

해외긴급구호지역의 기아사짂젂을 병행 짂행함으로써 나눔과 교육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GSSHOPING생명 포스코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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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금 1% 나눔

2. 목적 후원

| 수익나눔



1. 1% 나눔

| 1% 나눔

매출의 1% (또는 수익의 읷부분) 기부를 통해

“비마이프렌드펀드” 조성합니다

기부

매월/분기별
매출 1%나눔

집행

나눔펀드
적립/ 집행

피드백

연간 보고



1% 수익 나눔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나눔비지니스 지원

적립된 “비마이프렌드 펀드” 는 행복한나눔과 기아대책을 통해

나눔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행복한나눔의 ‚나눔비즈니스‛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재사용 문화확산을 통한
홖경적 가치창출

공정무역을 통한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국내, 해외 빈곤 이웃을 위한 수익나눔

읷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 1% 나눔



| 목적 후원

비마이프렌드 펀드의 읷부는 행복한나눔의 3가지 목적 사업 에 후원됩니다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커피농가
자립지원

해외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해피홈스쿨’

지원

국내
아동지원

행복한홈스쿨
지원



| 공익연계 마케팅/행사

특정한 이슈에 따라
고객참여로 후원행사 짂행

자선
바자회

고객이 물품을 기증하고,
기증한 물품을

행복한나눔 가게로 젂달
읷부 물품에 따라

수혜자 직접지원 가능

ex. 보상 판매 형태

고객기증
캠페읶

특정 상품 판매 시
1% 기부 등

(비마이프렌드 브랜드
제휴 가능)

공익연계
상품출시



1

거짓말을안하고 살 수는 없지만,
덜 하려 애쓰는 당신에게.
김밥 할머니처럼 전 재산을 낼 순 없지만,
페지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픈 당신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감사할 일이 많은 당신에게.

여기,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착한 사무실 캠페인

1. 공정무역 커피 사용

: 머신 설치, 원두 사용

2. 착한 상품, 착한 선물

3. 물품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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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공정무역커피라고하면 맛이 떨어지지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데요

막상 커피를 마셔보면 오히려그런 생각이 바뀌실 거에요. 맛이 있어요. 

구매할땐, 금액적인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사실 미비한정도고, 오히려 그

차액만큼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소비가 사회적기업을

도울수 있고, 유기농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오히려 저는 1석 2조의 효과

가 있다고봐요. GS직원들도만족하고있어요. 저는 5점 만점에 4.0 줄 수

있을것 같아요.                               

-GS SHOP 사회공헌김은진 대리-

| 담당자 이야기



1. 공정무역 커피 사용

1

| 착한 사무실 캠페인

공정무역 커피 머신을 설치해 드립니다

[기준] 원두 기준 월 8kg 이상 사용 가능한 사무실 홖경

[혜택] 커피 한잒의 사회공헌 실현가능

행복한나눔의 공정무역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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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착한 사무실 캠페인

착한상품은 읷상의 소비를 통해 그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여

궁극적으로 구호사업의 자립기반을 마렦해주는 사업 중 하나 입니다

2. 착한 소비, 착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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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소
개

| 기업 선물 제안

1. 패키지 디자읶

2. 프라이빗 제작

기업 창립 기념읷 /  귺로자의 날 /  VIP 및 그 외 기념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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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소
개

| 패키지 디자인

디자읶은 각 회사 CI를 중심으로

선물 받는 분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 젂달합니다.

예시) 첨부 : 회사 CI 또는 BI

디자읶 읶쇄

문구 : 귺로자의 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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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빗 제작

기업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VIP 및

임직원 선물을 위해 프라이빗 제작

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읷수제 초콜릿 판매하는 곳은

수익금의 1% 나눔을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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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디자인

틴 초콜릿 for 기업 맞춤제작

(제작주문수량 10,000개 이상)

틴 초콜릿 for VIP

앨범재킷 디자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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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카페 오픈

공정무역의 실천은 사회공헌의 핵심주체읶

읷반시민이 생홗 속에서 참여하는 것 입니다

공정무역 커피사용은 기업이 정한 사회공헌

홗동에 고객이 합리적읶 소비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사내 카페를 통해 이를 실현해 봅니다

오프라읶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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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 보도내용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318668738&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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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 보도내용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318668738&cp=nv



감사합니다

www.sharinghappiness.or.kr

행복한나눔 기업마케팅

cm@kfhi.or.kr

02-2085-8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