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의 균등을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며, 
    나눔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장애인 전문 민간공익재단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소개

희망씨앗을 뿌리다

재단의 BI는 허브가 고유의 모양·향기·효능을 가지듯, 장애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허브처럼 장애인 공익사업을 위한 나눔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행복을 전달함을 의미합니다.

재단 BI

재단의 CI는 푸른 땅과 바다 위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와 화합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단의 사람중심, 소통의 정신, 나눔, 연대를 집약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이 서로 돕고  
살았던 ‘품앗이’, ‘두레’의 정신처럼 함께 지지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재단 CI

희망씨앗을 
뿌리다
 한국장애인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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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향기를 
퍼트리다
 한국장애인재단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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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빛 싹을 
틔우다
 한국장애인재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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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의 약속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 성 규 (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장애감수성
투명성
진정성
현장성
전문성

‘장애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장애를 수용하며 존중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공익재단으로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이 전달되는 진정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소통하며,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전문 모금 배분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적절히 해 나가는 공익재단이 되겠습니다.

FUNDAMENTAL 

PRINCIPLE

주요 원칙

MISSION

미 션

사람중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든다.

다름이 차별로 되지 않게, 
가능성을 이어주는 
한국장애인재단

장애는 다름입니다. 
다름은 힘입니다. 
장애는 또 다른 힘입니다.

SLOGAN

슬로건

VISION

비 전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조성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 구축

Harmony

조화, 화합H
장애인 삶의 행복한 변화

•  장애인 리더 양성 및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  
교육·훈련

Empowerment

역량, 권한(증진)E
나눔 문화 확산과 가치 공유

•  시민사회의  
올바른 소통 통로 구축

•  진정성을 바탕으로    
후원자 증대

Raising donation

기부(모금) 확산R
장애인 자립기반 환경 조성

•  장벽 없는 사회 환경 
구축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Barrier free

장애 없는 환경B

CORE PURPOSE  

핵심목표한국장애인재단의 다짐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나눔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제�5회�삼일투명경영대상�
‘종합�대상’�수상기관입니다.

몫이 없는 사람에게  

몫을 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장애인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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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빛 싹을 틔우다
한국장애인재단 사업

재단의 허브사업

평생교육사업
리더십증진사업
문화여가사업

인식개선사업
인권증진·법률지원사업
국외연수사업

환경개선사업 
직업훈련사업
자립생활사업

기부연계사업
논문지원사업
출간홍보사업

Harmony
조화, 화합H Empowerment

역량, 권한(증진)E
Raising Donation
기부(모금) 확산R Barrier Free

장애 없는 환경B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Harmony
조화, 화합H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된 사회를 만
들어 나갑니다. 

인식개선사업

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 활동, 장애인차별금지 정책·법률 연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인권증진·법률지원사업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의 연수를 지원하여 국외 장애인계의 새 이론 및 동향을 
익혀 단체와 활동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외연수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인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

국내 장애인 편의시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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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애인단체 차량정비 ‘드림카 프로젝트’ 시각장애 아동 오디오북 제작 ‘드림보이스’

기업·기관에서 후원을 통해 장애인 공익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
다. 한국장애인재단과의 파트너십을 바
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
유가치 창출(CSV)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기획·연계·진행
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인식개선 간행물 발간 : 장애인의 
삶과 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
명하고, 소통하는 인식개선지 ‘세
상을 여는 틈’을 발간하고 있습니
다.

※  ‘세상을 여는 틈’ 은 매년 2회 발간 
되는 무료 구독 간행물입니다.

Empowerment
역량, 권한(증진) 장애인 삶의 행복한 변화E Raising Donation

기부(모금) 확산R 나눔 문화 확산과 가치 공유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CSV(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 창출) :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프로세스 사업제안 사전조사 및 검토 진행계획 협약 사업진행 결과보고 및 평가

기부연계사업

다양한 학문적 기반에서 장애를 새롭게 바라보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관련 학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폭넓은 논문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문지원사업

대중의 장애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해와 소통
의 폭을 넓혀갑니다. ‘번역출간사업’으로 장애 관련 해외 도서를 번역·출간하고, 인식개선 
간행물 ‘세상을 여는 틈’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출간홍보사업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학습을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자아성취감 및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지원합니다.

평생교육사업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장애 영역을 이끄는 리더를 양성
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장애인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리더십증진사업

공연, 전시, 강연 등 문화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및 장애인
에게 여가생활과 예술 활동, 취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풍요
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발달장애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지원프로그램

문화여가사업

번역 출간 : 장애 관련 해외 도서
를 발굴하고 번역ㆍ출간하여, 장애 
관련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번역서 ‘장애와 소셜 미디어’ 인식개선지 ‘세상을 여는 틈’

논문집 ‘장애의 재해석’

섬지역 청각장애어르신 힐링 프로그램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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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Free
장애 없는 환경 B 장애인 자립기반 환경 조성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
설이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
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자립생활사업

장애인의 주거를 비롯한 생활·가정환경 및 사회 환경 개선 프로
그램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경개선사업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한 자립체험

척수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로 장애인의 취업 영역을 확대하고, 직
업훈련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직업훈련사업

●�한국장애인재단은�장애인을�위한�다양한�모금과�홍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장애가�또�다른�힘이�되는�세상을�만드는�나눔의�향기를�온�세상에�퍼트려�주세요.

한국장애인재단 나눔

나눔 향기를 퍼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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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세상

유명인사들의 나눔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재단에 기부한 
김연아 선수

한국장애인재단 문화·예술 분야 자문위원장 
배우 이영애

장애 청소년 장학사업 ‘봄꿈’ 기금 마련 바자회에  
함께한 방송인 안선영(홍보대사)

인식개선지 <세상을 여는 틈>에 참여한  
이재용 아나운서(홍보대사)

시각장애 아동 음악교육비를 전달한 
가수 양준일

인식개선 캠페인송에 참여한 가수 신현희와 김루트

기부자 감사행사와 장애인을 위한  
영화티켓 나눔에 함께한 배우 최다니엘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개그우먼 안영미(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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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정기기부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CMS), 자동결제(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RS 060-700-0420(한 통 3,000원)으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ARS기부

재단 후원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기부

 일반모금계좌 신한  100-026-193928  우리  1005-101-655571 국민  816937-04-005433
 기업  0420-0420-337 농협  301-0138-0049-61 우체국  014258-01-000878
논문지원기금 신한  100-025-818500 번역출간기금  신한  100-028-438155  
세상을 여는 틈 출간기금   신한  100-028-438187 예금주  (재)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재단 후원계좌

‘올바른 GIVE카드’로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하는 방법
❶  NH농협카드 홈페이지(https://card.nonghyup.com)에 접속한다.
❷  [ 고객센터 > 기부서비스 > 기부하기 > 정기기부/일시기부하기 ] 에서 기부처 및 테마 

‘한국장애인재단’을 선택하여 러브포인트를 기부한다.
그 밖의 농협카드로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하는 방법
❶  NH농협카드 홈페이지(https://card.nonghyup.com)에 접속한다.
❷  [ 혜택 > 포인트 > My 포인트 > 포인트 기부 ] 또는 

[ 고객센터 > 기부서비스 > 기부하기 > 정기기부/일시기부하기 ]에서 기부처 및 테마 
‘한국장애인재단’을 선택하여 농협카드 포인트를 기부한다.

농협카드 
포인트 기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콩 (1개 100원) 을 충전하거나 수집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hlog/hubkfdi)

해피빈 
콩기부 

사진, 그림, 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재능나눔

신한카드 
아름人 
포인트 기부 

신한카드 아름인으로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하는 방법
❶  신한은행 아름인 기부사이트  

(arumin.shinhancard.com) 에 접속한다.
❷ 메인 페이지 기부처 검색에서 ‘한국장애인재단’ 을 검색한다.
❸  포인트, 신용카드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 을 만든다.

문자기부 #0420으로 ‘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을 응원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간편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여는 나눔의 장
기부문의� 02 - 6399 - 6237 (모금홍보팀)�
홈페이지� www.herbnanum.org

공연, 콘서트, 음악회 등 문화 예술인들의 공연수익 혹은 티켓(좌석)기부를 통해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나눔

기업·법인의 현금기부 외에도 급여일정액기부, 직원바자회기부 등의 직원참여로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후원

기업·기관에서 후원을 통해 공익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한국장애인재단은 사업의 기획·협약·진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합니다.

파트너십 
연계 후원

내가 가진 100가지 중 1가지를 장애인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따뜻한 나눔가게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가게

생일, 결혼, 돌, 졸업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기념일나눔

나눔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나눔상품

상품이나 소장품 등 사용 가능한 물품을 장애인공익사업에 기탁·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후원

신문이나 잡지, TV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시간, 지면, 광고 등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후원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

기 업

이자수익의 일부(0.1%)를 기부하는 CMA상품에 참여하여 쉽고 특별하게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CMA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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