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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어린이가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돕고,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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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의 목표와 소망이 가득한 2017년이 밝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모든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를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함께,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늘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겠습니다. 

2017년 2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매년 사업운영과 회계에 대해 내부 감사와 외부 세무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 공시자료는 ‘국세청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간보고서는 뉴스레터를 통해 배포되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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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

수입

재산수입 9,650,849

과년도수입 3,763,980

보조금수입 3,600,000

후원금수입

일반후원금 1,407,585,024

3,970,090,777
지정후원금 2,330,646,936

현물후원금 163,264,817

기금후원금 68,594,000

장기차입금 450,000,000

잡수입 4,613,981

예수금 96,830

합 계 4,441,816,417

지출

사업비

경제지원사업비 1,743,880,907

2,965,069,150

정서지원사업비 506,036,282

정보지원사업비 14,426,400

기획사업비 164,756,823 

센터사업비 331,141,907 

쉼터사업비 204,826,831

사무비 751,146,640

재산조성비 나음소아암센터 건립 851,822,230

법인세 1,799,380

장기차입금상환 107,612,495

합 계 4,677,449,895

2016. 1. 1 ~ 2016. 12. 31

항목 사업준비금 기금재산 임차보증금 퇴직적립금 기본재산 합 계

전년도 이월금 2,200,826,140 264,025,302 100,000,000 75,793,092 567,000,000 3,207,644,534

차년도 이월금 2,284,056,840 49,799,618 - 71,154,598 567,000,000 2,972,011,056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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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쉼터

-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전국에 5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825가족, 13,799명이 소아암 쉼터를 이용했습니다.

*숙박 프로그램의 간접치료비 경감효과 : 약 4억 1천5백만 원

9,221 

858 

3,720 

숙박 주간이용 정서·정보지원

단위 : 연인원,명

<소아암 쉼터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큰 위로와 의지가 되었어요. 

사회가 우리 아이 병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환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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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센터

-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치유와 돌봄의 공간으로 서울과 부산에 2개의 나음소아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89가족, 5,271명이 나음소아암센터를 이용했습니다.

2,225 

1,136 

1,618 

60 
232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 주간이용 정보지원 언어치료

단위 : 연인원,명

<소아암 센터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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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 이름으로

후원했어요. 이 세상이 제법

따뜻하다는 게 전해지면 좋겠습

니다. -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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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 소아암 어린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432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 경제적 지원 결정금액 2,279,749,115원(실지원액 1,634,199,317원)

- 수혈에 따른 자기부담금 경감과 치료과정 응원을 위해 헌혈증 29,782매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결정금액 중 미집행 금액은 2017년으로 이월되어 지원함. 

57

127

43

63

142

이식비 치료비 재활치료비 일시간접치료비 정기간접치료비

실지원 기준, 단위 : 명

<경제적 지원 항목별 지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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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큰

사랑 늘 잊지 않겠습니다. 용기

얻어 건강히 회복한 뒤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 환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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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지원

- 소아암 환자와 가족, 완치자,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13개의 프로그램에 3,765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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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정서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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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신감도 얻고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으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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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원

- 26종 교육자료, 총 7,761부를 배부했습니다.

- 온오프라인 상담 8,028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아동용 홈페이지 ‘소아암 교실’ : 방문 수 2,228건 (www.kclf2.org) 

- 사별가족 홈페이지 ‘하이파이브’ : 방문 수 4,843건 (www.highfi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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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2,763 

768 675 

경제적 상담 정서적 상담 정보 상담 기타 상담

단위 : 연인원,명

<상담 분야별 현황>

우리 아이도 잘 자라서 훗날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조금이라도 되갚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환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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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집행내역

구분 세부사업 금액

이용시설운영
쉼터(5개소) 204,826,831

센터(2개소) 331,141,907

경제적지원
치료비지원 1,373,229,770

간접치료비지원 370,651,137

정서지원
환아지원 446,353,582

완치자지원 59,682,700

정보지원
교육사업비 14,326,400

온라인사업비 100,000

기획사업

후원자관리비 57,344,105

후원개발비 22,142,000

홍보사업비 77,287,768 

유관단체관리비 2,180,480 

자원봉사자관리비 78,430

교육훈련비 5,724,040

합 계 2,965,069,15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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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보고

- 2016년도 총 3,970,090,777원을 모금했습니다.

연도별 모금 추이 구분별 모금 현황

2,614,645,953 

1,192,180,007 

163,264,817 

기업 · 단체 개인 현물

단위 : 원

3,614,652,298 

4,018,459,199 

4,261,884,448 

3,726,687,716 

3,970,090,77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연간보고서

어느 날,

아무데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던 딸아이의 다리에 정체불명의 혹이 생겼습니다. 

이를 상담하기 위해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갔었고, 

그날부터 저희 세 식구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네 소아청소년과에서 정형외과로, 또 대학병원으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던 소아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서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10개월에 걸친 수술과 힘든 항암치료를 마친 후, 

정말로 간절하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때, 아이와 우리 가족이 겪었던 힘든 이야기를 재단의 선생님들과 상담할 수 있었고, 

유익한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우아빠엄마 드림최미우 어린이는 2014년 6월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2015년 4월 치료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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