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후원관리시스템 도입 및 

자체 기부금영수증 처리 개시에 따른 안내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미래를 꿈꿀 희망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청춘의 한때를 후배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가는 청년 봉사자들의 워너비 멘토가 되어주신,

교육 불평등이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에 공감하고 주저함 없이 나눔의 손길을 내어주신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후원자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심화 되어 가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에서 기인함을 

인식하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사회

적 연대와 공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라는 핵심가치 기반 위에서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발견, 나아가 꿈과 비전을 찾도록 하는 진로 멘토링 <씨드스쿨>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씨드스쿨은 후원자님의 귀한 후원과 지지 속에서 2009년 덕양중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내 취약 지역의 16개 학교와 기관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청소년(Seed)과 

2,400여명의 청년 봉사자(T)를 배출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내 8개 학교(덕양

중, 북서울중, 의정부여중, 송전중, 일산중, 모현중, 단구중, 하탑중)에서 130여명의 Seed와 160여명의 T

들이 감동적인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2018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만들고 지켜온 비전과 가치를 보다 

굳건히 함과 동시에, 다가올 10년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성숙되고 체계화된 사업 운영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및 후원 관리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로 발돋움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과 사업의 전문화를 준비하였습니다.

□ 교육 분야 전문화를 위한 계획 

  1) 현대리서치연구소와 씨드스쿨 포함 교육사업 효과성 조사 위탁(2018년부터)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컨설팅 제휴(2019년 8월 예정)

  3) 전, 현직 교사 중심 자문단 및 청소년교육 전문 교수 자문단 운영(2018년부터)

□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

  1)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및 준수(2018년부터)

  2) ERP 도입을 통한 회계 전산화 및 업무 처리 투명화(2018년 도입 완료) 

  3) 독자적인 후원관리시스템 도입 및 100% 자체 기부금영수증 발행 개시(2019년 7월 예정)



특히, 현재까지 한빛누리공익기금(후원중개기관)을 통해 처리해 오던 CMS(자동출금시스템) 후원금 납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업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 직접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지정하여 후원하신 후원금은 지정 후원 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2) 후원금 직접 수령 및 기부금영수증 직접 발급으로 후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

  3) 후원자에 대한 후원관리 서비스의 다양화, 안정화 가능   

이미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한빛누리재단으로부터 후원 사무 처리와 관련해 독자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자체 운영을 요청 받은 바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후원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와 투명한 운영 

등을 고려하여 2019년 7월부터 독자적인 후원관리시스템 도입과 기부금 처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후원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10년의 

역사를 가진 독보적인 청소년 교육 비영리단체로서 사회적 책무와 비전을 지키고 세워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후원자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다시 한 번 대한민

국교육봉사단의 이사진 및 사무국 직원 모두, 그리고 씨드스쿨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14일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