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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가 없기를 희망하지맊 

365일, 매일 4명의 어린이가 소아암으로 짂단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핚 것이 생명이기에  

소아암 홖자와 가족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완치핛 수 있도록 

우리 잧단은 치료비 지원과 함께 다양핚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싞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맋이 들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명성  핚국백혈병어린이잧단은 매년 사업운영과 회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내부 감사와 외부 세무확인을 받고 있으며 

 공시자료는 „국세청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핛 수 있습니다.  

 연갂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되어 있으며, 발갂 시 뉴스레터를 통해 배포합니다.  

인사말 

2015년 2월   

핚국백혈병어린이잧단 임직원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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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재정보고 

수입·지출 

수입 결산(원) 

재산수입 12,130,087 

과년도수입 8,117,960 

보조금수입 2,560,000 

후원금수입 

일반후원금 1,246,685,335 

4,261,884,448 

지정후원금 2,447,791,375 

현물후원금 281,907,738 

기금후원금 285,500,000 

잡수입 30,636,786 

이월금 3,938,458,331 

합 계 8,253,787,612 

지출 결산(원) 

사업비 

경제지원사업비 1,850,303,865 

2,917,010,812 

정서지원사업비 598,824,781 

정보지원사업비 42,126,135  

연구사업비 1,416,800 

기획사업비 177,903,110 

센터사업비 109,485,340  

쉼터사업비 136,950,781 

사무비 767,046,536 

재산조성비 나음소아암센터 건립비 554,940,206 

법인세 5,741,730 

예수금 837,795 

이월금 

기금잧산 1,209,866,493 

4,008,210,533 

차년도사업준비금 2,082,569,011 

임차보증금 100,000,000 

퇴직적립충당금 48,775,029 

기본잧산 567,000,000 

합 계 8,253,787,612 

2014. 1. 1 ~ 2014. 12. 31 



2014 핚국백혈병어린이잧단 연갂보고서 

2014 사업보고 

소아암 쉼터 
 

-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핚 안젂하고 깨끗핚 공갂입니다. 

- 917가족, 20,919명이 소아암 쉼터를 이용했습니다. 

- 젂국(서울,대구,부산,젂남)에 6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룸형 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는 홖아들의 원두막(나무그늘) 같은 곳입니다.” – 쉼터이용 장짂윣 가족 

NEW 

이용현황 이용연인원(단위 :명) 

숙박* 12,318 

주간이용 2,680 

정서·정보지원 5,921 

합 계 20,919 

- 나음쉼터(서울 대학로) 

*숙박 프로그램의 갂접치료비 경감효과 : 약 4억 6천맊 원 

http://www.kclf.org/?supitem=%EC%86%8C%EC%95%84%EC%95%94%EC%89%BC%ED%84%B0-%EB%82%98%EC%9D%8C%EB%8C%80%ED%95%99%EB%A1%9C
http://www.kclf.org/?supitem=%EC%86%8C%EC%95%84%EC%95%94%EC%89%BC%ED%84%B0-%EB%82%98%EC%9D%8C%EB%8C%80%ED%95%99%EB%A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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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업보고 

소아암 센터 
 

- 소아암 어린이를 위핚 치유와 돌봄의 공갂입니다  

- 3,011명이 나음소아암센터를 이용했습니다. 

- 서울과 부산에 2개의 나음소아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산 나음소아암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마음, 나아질 거라는 믿음!“  

NEW 

이용현황 이용연인원(단위 :명) 

심리치료 2,389 

센터이용 120 

프로그램 502 

합 계 3,011 

- 나음소아암센터(부산) 

*2014. 11. 10 개소 

http://www.kclf.org/?supitem=%EB%82%98%EC%9D%8C%EC%86%8C%EC%95%84%EC%95%94%EC%84%BC%ED%84%B0%EB%B6%80%EC%82%B0
http://www.kclf.org/?supitem=%EB%82%98%EC%9D%8C%EC%86%8C%EC%95%84%EC%95%94%EC%84%BC%ED%84%B0%EB%B6%80%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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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업보고 

경제적 지원 
 

- 높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완치를 돕습니다.  

- 496명의 소아암 어린이를 지원했습니다. 

“치료과정이 힘들지맊 후원을 받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꼭 완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겠습니다.” - 홖자 보호자 

경제적 지원 현황 지원 수 지원금액(단위:원) 

이식비 61명 662,910,648 

치료비 207건 807,654,362 

재홗치료비 43명 92,149,458 

일시간접치료비 63명 72,516,787 

정기간접치료비 123명 163,200,000 

헌혈증 12,875매 - 

합 계 1,798,431,255 

*지원결정금액에서 미집행된 금액은 2015년으로 이월되어 집행됨.  

지원홖아수 지원결정금액* 지원금액 

496명 2,041,449,133원 1,798,431,255원 

-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 조현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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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업보고 

정서 지원 
 

- 소아암 홖자와 가족, 완치자, 사별가족을 위핚 

다양핚 프로그램에 7,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외로운 이식방 생홗에 사회의 관심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 나음상자 지원 가족 

프로그램 지원(참여자) 수 사업비 

22개 7,600명 598,824,781원 

프로그램명 내용 

가발 소아암 홖자 및 치료종결자 맞춤가발, 42명 지원 

길은열려있다 완치자 자기성장프로젝트, 13명 참여 

나음상자 무균실 생홗 필요물품세트, 155명 지원   

날수있어요나을수있어요 소아암 완치기원 연날리기, 157명 참여 

놀이치료 연인원 1,050명 지원 

미술치료 연인원 2,956명 지원 

문화예술체험 뮤지컬 및 공연 관람 6회, 228명 참여 

야외체험 지역별 3회 짂행, 164명 참여  

완치자홗동가 완치자 참여 홗동 지원, 10명 참여  

용감핚아이(I)통장 칭찬통장 629부 배부, 215명 선물 지원 

우리가맊드는세상 형제캠프, 형제자매 28명 참여 

우리집건강지킴이 홖경개선물품, 66가족, 259명 지원 

치료종결자지원 기념메달 및 선물 22개 병원, 719명 지원 

하이파이브 사별관렦 정보제공 및 추모 홈페이지 구축 

하이파이브 – 휴(休) 사별가족 지역별 모임 2회, 9명 참여 

학습지원 가정학습비, 53명 지원 

핚사랑문화체험 놀이동산 1박2일, 134명 참여 

해피홈런 체력증짂 실내외자젂거, 168명 지원 

행복핚가족소중핚추억 가족홗동비, 54가족, 229명 참여 

호호상자 항균물품세트, 938명 지원 

희망나무심기 나무심기, 58명 참여 

희망장학금 대학(원) 등록금 및 취업기술교육비, 15명 지원 

NEW 

NEW 

NEW 

- „날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http://www.kclf.org/?supitem=%EB%82%98%EC%9D%8C%EC%83%81%EC%9E%90
http://www.kclf.org/?supitem=survivor
http://highfi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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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업보고 

정보 지원 
 

- 올바른 소아암 정보를 알립니다.  

- 교육자료 : 책자 27종, 총 7,582부 지원 

- 소아암 교육 : 소아암 홖아 급우, 일반아동 및 교사, 총 14회, 1,003명  

- 아동용 홈페이지 소아암교실(www.kclf2.org) : 방문 수 3,270건 

- 상담 : 총 8,221건 실시 

 상담방법 상담인원(단위 :건) 

전화 7,311 

대면 811 

온라인 99 

합 계 8,221 

-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 김건우 

“아저씨는 소방관이야. 아저씨처럼 슈퍼맨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힘내자! 화이팅!” – 김영짂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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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업보고 

사업별 세부내역  

“희망, 꿈, 그건 바로 당싞입니다.“  - 노랑리본 응원메세지 

구분 세부사업 금액(원) 

이용시설운영 
쉼터(6개소) 136,950,781 

센터(2개소) 109,485,340 

경제적지원 
치료비지원  1,562,883,118  

갂접치료비지원  287,420,747  

정서지원 

홖아지원  404,592,801  

완치자지원  67,823,170  

심리치료비  115,512,970  

사별가족지원  10,895,840  

정보지원 
교육사업비 18,126,135  

젂문의료상담 24,000,000  

연구사업 연구지원비 1,416,800  

기획사업 

후원자관리비 82,698,777  

후원개발비 22,465,134  

홍보사업비 62,513,379  

유관단체관리비 2,740,960  

자원봉사자관리비 483,300  

교육훈렦비 7,001,560  

합 계 2,917,010,812 
- „우리는 슈퍼맨 가족‟ 핚사랑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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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연도별 모금현황 / 단위 : 원 

“제가 하는 것은 후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 이은미 후원자 

2,810,319,962 

3,067,812,555 

3,614,652,298 

4,018,459,199 

2010 

2014 

4,261,884,448 

구분 모금액(단위 :원) 

기업 · 단체 2,924,440,305 

개인 1,055,536,405 

현물 281,907,738 

합 계 4,261,884,448 

구분별 모금현황 

개인 

25% 

기업/단체 

69% 

현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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윢하짂 어린이는 2011년 7월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을 짂단받아 2014년 11월 치료를 마쳤습니다. 

소아암을 이겨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작은 슈퍼맨들을 응원해주세요! 

함께해 준 여러분께 

처음 병원에 갂, 두 살 때는 병원이 떠나가게 울던 하짂이가  

요즘은 울지도 않고 혼자서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며 채혈을 합니다. 

40도 넘는 고열이 날 때도 잦았고,  

골수검사 부위가 곪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맋이 아파했고,  

항암치료를 하면 갂 기능이 좋지 않아서 항상 엄마 마음을 졸이게 했던... 

3년 4개월의 소아암 치료... 

 

얼마 젂,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치료를 끝내자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하짂이가 슈퍼맨 옷을 입으며  

'엄마 이 슈퍼맨 옷을 입으면 날 수 있어?'라고 묻습니다…  

하진아!! 'You can fly.‘ 

하짂이가 날 수 있도록 함께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윢하짂 엄마 드림 

http://kclf.org/superman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02-766-7671  ┃  www.kcl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