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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20

세계기부지수  World Giving Index

•�영국의 자선지원재단 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조사

하는 세계 각국의 기부지수

•�다음 3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국가별로 평균하여 순위를 

발표

   1.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나요?

   2.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3.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세계기부흐름연구 World Philanthropy Tracker

•�인디애나대학교 릴리가족 기부문화대학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에서 수행

하는 기부금의 국제 흐름 연구

•세계 각국이 다른 나라에 지원한 자원의 금액가치를 조사

•�오른쪽 그래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해외기부금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의 기부

Giving Korea

국내기부금 총액

기부참여율 평균 기부금액

출처�:�기빙코리아 출처�:�기빙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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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부문화 연구소 알아두면 좋은 비영리단체 관련 법령

비영리단체 활동 지원 및 뉴스채널 2020년의 ‘이달의 기부문화도서’

주요 기부문화 뉴스레터 및 발간물

1위 미국 …

2위 미얀마 112위 일본

3위 뉴질랜드 …

4위 호주 123위 러시아

5위 아일랜드 124위 크로아티아

6위 캐나다 125위 몬테네그로

7위 영국 126위 불가리아

8위 네덜란드 127위 리투아니아

9위 스리랑카 128위 팔레스타인

10위 인도네시아 129위 시리아

… 130위 예멘

59위 대한민국 131위 그리스

… 132위 중국

나눔북스

https://nanumbooks.beautifulfund.org/
•�비영리 경영, 모금/자원봉사, 비영리 사업, 기업사회공헌 

•�나눔에 관한 도서목록 및 추천도서 정보 제공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https://www.pwc.com/kr/ko/services/npo.html
•�국내 최초 비영리법인 설립, 회계, 세무, 경영 서비스 센터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주요 현안 세미나

재단법인 동천

http://www.bkl.or.kr/
• 국내 로펌 최초 공익법인지원 재단으로 비영리 법률지원

•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영역

한국가이드스타

http://www.guidestar.or.kr/
• NPO와 기부자를 위한 공익법인 정보 플랫폼

• 국세청공시자료, NPO 매칭, NPO 역량강화 교육,   

국내외 NPO 모니터링 등 정보

도움과 나눔

http://www.doumnet.net/
• 모금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모금관련 계획, 계획의 발전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

서울시NPO지원센터

http://snpo.kr/
• NPO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센터

• 활동가와 단체 지원, 아카이브, 정보제공, NPO파트너페어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
• 비영리, 사회적경제, 자원봉사를 다루는 국내 최초 공익 전문 저널

• 미국에 Chronicle of Philanthropy가 있다면 한국에는 

더나은미래가

한국모금가협회

https://www.kafp.or.kr/
• 모금가가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 기부문화, 정책제안, NPO 역량강화, 모금가 활동영역, 

네트워킹 활동을 진행

기부문화연구소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 기부문화 전문 

연구소

•�기부, 비영리경영, 법제도 연구 발간물, 컨퍼런스, 

칼럼

비영리거버넌스연구소

http://npopia.org/ 

•한국형 비영리 거버넌스 연구

•교육, 컨설팅, 워크숍, 뉴스레터 발간

ARNOVA
https://www.arnova.org/

•�비영리, 자원봉사, 기부를 다루는 세계 최대 비영리 

학회

•�매년 미국에서 개최. 아시아지역은 격년으로 열려 

2021년 한국개최 예정

ISTR
https://www.istr.org/

•�제3섹터 연구 국제학회로 ARNOVA가 미국중심이라

면 ISTR은 유럽중심

•ISTR ASIA 격년개최, 박사발표시 장학금제도

Stanford PACS
https://pacscenter.stanford.edu/

•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SSIR) 발행

•�사회혁신과 관련된 아티클, 블로그. 이론과 실천현장

의 지식을 연결

나눔문화연구소

http://www.nanumresearch.or.kr/

•�사랑의열매에서 운영하는 나눔연구소

•�기부와 나눔, 사회변화, 임팩트를 탐구하는 나눔지식

의 허브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

https://hvc.hanyang.ac.kr/

•�SSIR 한국판 발간

•�사회혁신융합전공, Next Impact Conference

Dorothy A. Johnson Center for Philanthropy
https://johnsoncenter.org/

•�그랜드벨리 주립대 연계 연구원으로 기부, 비영리, 

재단, 커뮤니티의 역량강화 연구

•�세대연구 NextGen보고서, The Foundation Review 

발행

LAB2050
https://medium.com/lab2050

•�디지털 전환시대 사회정책 연구

•�기본소득, 도시, 노동

The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https://philanthropy.iupui.edu/ 

•�인디애나대학에 있는 세계 최초의 기부문화 전문  

연구 단과대학

•�기빙USA, 공동체기부, 기업기부, 재난기부, 재단,   

젠더, 고액자산가 등

나눔지식뉴스레터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newsletter/
• 기부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기부, 모금, 비영리 

전문 뉴스레터

오렌지레터

https://slowalk.co.kr/orangeletter/
• 디자인·테크놀로지 전문 NPO 슬로워크(slowalk)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기빙코리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2001년부터 시작한 

기부자, 기업 및 비영리단체 조사 분석 보고서

임팩트위크

https://donus.org/newsletter
•�모금솔루션 도너스에서 발행하는 기부, 모금 전문 

뉴스레터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기부 트렌드 리포트

나눔실태 보고서

통계청(2013년) 및 보건사회연구원(2014~2016년)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나눔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보고서

민법(제3장. 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단체나 특별법을 설립 근거

로 하는 법인의 종사자라도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

•�민법 제3장에 따른 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공익성 유지를 위한 규제 및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규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사항

   2. 법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혜택에 관한 사항

   3.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 그 요건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혜택에 관한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는 기부금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공익법인등)의 요건과 각종 의무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등에 대한 상속의 상속세 처리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기부금품법)

•�기부금품 모집의 절차와 그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부/비영리 관련 세법 변경예정 내용

순번 변경 세부내용 관련 조문

1
세법 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 일원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 → 공익법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

2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기간 변경
•(종전) 이전 지정일로부터 6년 → (변경) 신규지정 시 3년/ 재지정부터 6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3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 홈페이지로 연결할 의무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4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및 이원화된 사후관리 제재를 기존 성실 공익법인 
수준으로 일원화.
•공익법인 자산운용소득 의무 사용 최소비율 상향(70 →80%).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출연 재산가액의 1% 이상 의무 지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2020.1월. 「사람, 장소, 환대」

• [저자] 김현경

•[추천] 오수미 (아름다운재단 독서모임 ‘부크부크’)

•�기부문화가 자선에서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2020.2월. 「비영리단체의 경영」

•�[저자] 피터 드러커

•[추천]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담당 간사)

•�1995년에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지만, 지금까지도 

이만한 비영리 경영서는 없을 듯!

2020.3월. 「그 쇳물 쓰지 마라」

•�[저자] 댓글시인 제페토

•[추천]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기부문화는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이 책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4월. 「체공녀 강주룡」

•�[저자] 박서련

•[추천] 이영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장)

•�기부란 더 나은 사람이 덜 나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사회 이슈에 관한 감수성을 갖고 목소

리를 내는 것이 아닐까요?

2020.5월. 「알록달록 코끼리 엘머」

•�[저자] 데이비드 맥키

•[추천] 이은진 (아름다운재단 연구담당 간사)

•�나다운 나눔의 즐거움, 바로 1%나눔입니다.

2020.6월. 「모금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킴 클라인

•[추천] 박성권 (나눔북스 마스터)

•�모금은 기부자와의 상호관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입

니다.

이달의 기부문화도서는 비영리조직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추천한 책으로, 매월 나눔북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됩니다.

2020.7월.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저자] 이정모

•[추천] 정현경 (비영리컨설팅 웰펌 수석컨설턴트)

•�“더불어 잘 살기”가 미래 생활의 과학기술이죠.

2020.8월. 「냉정한 이타주의자」

•�[저자] 윌리엄 맥어스킬

•[추천] 오성주 (사회복지사)

•�나의 기부로 누군가를 도우면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

가 사라집니다.

2020.9월. 「아이들의 계급투쟁」

•�[저자] 브래디 미카코

•�[추천] 김소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 저변에서 복지보다 존엄이 먼저 실천되길

2020.10월. 「고릴라 이스마엘」

•[저자] 대니얼 퀸

•[추천] 신문용 (아름다운재단 간사)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구해볼까요?

2020.11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추천] 전대진 (나눔북스 마스터)

•�정치자금 모금 전문가인 두 전직 대통령의 말과 글에

서 배우는 모금 제안

출처�:�World Giving Index 10th Edition

공익활동환경평가지수  Doing Good Index

•��홍콩에 있는 아시아필란트로피자선센터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에서 조사하는 

아시아 18개국의 공익활동환경지수

              

•조사 분야

   1. 공익활동에 관한 규제 

   2. 세금 및 재정정책 

   3. 정부조달 

   4. 생태계 등

출처�:�Doing Good Index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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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World Philanthropy Track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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