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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mily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connects donors with trusted local charities in 20+ countries across Asia
아시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부자와 신망 받는 지역 자선단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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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ission
To strengthen communities across the Asia Pacific region
by making cross-border giving easier and more effective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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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주민이 국경을 넘는 기부를 보다
쉽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Who We Serve
서비스 제공 대상자
Corporate Donors 기업 후원자
We offer comprehensive international grantmaking
services for leading corporations and their foundations.
선도적인 기업과 재단에 광범위하게 기부서비스를 제안합니다.

Individuals & Family Foundations
개인&가족 재단
We enable donors at all giving levels to support the
causes they care about—and to receive tax benefits for
their gift.
기부자들이 관심있는 기부프로젝트에 다양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Charities in Asia 아시아의 자선단체
We empower locally-run charities across the Asia-Pacific
to securely raise funds from their international donors.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자선단체가 글로벌
후원자로부터 모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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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mpact: How Give2Asia Is
Making A Difference

임팩트: Give2Asia가 변화를
만드는 방법

9.2%
10.7%

465 Million Granted (USD)
1943 Organizations Funded
24000 Donors Contributed

6.0%

총 465백만 달러를 후원하였으며, 1,943개의 단체가
후원을,
24,000명의 기부자가 후원을 진행

COVID-19 Response: 코로나 대응 :
Our COVID response grants delivered US$27 million in
2020-2021, helping an estimated 21 million people
2020-2021년 코로나 대응시기에 27백만 미화 달러를
약 21백만 명에게 배분

Top Causes
주요 분야

24.3%

Overall Impact: 전반적인 현황 :

Give2Asia has delivered US$465 million in grants to
over 1,900 local charities across 20+ countries
465백만 미화 달러를 1,900개 이상의 현지
자선단체와 20개국 이상의 아시아 국가에 배분

31.9%

Education
교육
Livelihood
보건

17.9%

Health
건강
Environment
환경

Social Services
사회 서비스
Other
기타

*totals as of January 2022
*2022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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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rkets assessed: 15개 국가 참여

15

•
•

Australia 호주
China – mainland

•

China - Hong Kong

•
•

중국 - 본토

중국 – 홍콩

China – Taiwan
중국 – 대만
India 인도

•
•
•
•
•

Indonesia 인도네시아
Japan 일본
Malaysia 말레이시아
Nepal 네팔
New Zealand
뉴질랜드

150 donor and expert interviews

아시아의 국경을 넘는 기부
기부자 관심과 환경에 대한 평가

150명의 기부자와 전문가 인터뷰

•
•
•
•
•

Philippines 필리핀
Singapore 싱가폴
South Korea 한국
Thailand 태국
Vietnam 베트남

135 surveys of non-profits
135개 비영리기관 참여

Market sizing
기부 지수

Regulatory
environment
규제 지수

Philanthropic
Infrastructure
인프라 지수

Outflow volume

Cross-border regulations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해외기부 규모

해외기부 규제

투명성&책무성

Outflow/total
philanthropic giving

해외기부/전체 기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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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 of legal
implementation

Policy Advocacy

Tax incentives &
Eligible mechanisms

Support Ecosystem

정책 어드보커시

해외기부 절차 용이성

세제혜택과 적법절차

지원 생태계

Market Potential 국가의 잠재력

Billionaires

억만장자

Global middle-class

글로벌 중산층

More than 1 billion Asian are set to
join the global middle-class
(Bloomberg 2022)

10억 명 이상의 아시아인이
글로벌 중산층에 합류할 준비가
됐다. (블룸버그 2022)

Asia to have more than a 전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third of world’s total
1이 아시아에 살고있다.
(나이트 프랭크 웰스 리포트
(Knight Frank’s The
Wealth Report 2022)

2022)

HNWIs

고액자산가

Asia to exceed Europe, the 아시아 내 고액자산가 수는
유럽, 중동, 그리고
Middle East, & Africa (Knight
Frank’s The Wealth Report 아프리카를 앞섰다. (나이트
Needs remain high
높게 유지되어야 함
Increased demand for new
funding streams from
private philanth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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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부로부터의 새로운
펀딩 흐름 요구 증가

2020)

프랭크 웰스 리포트 2020)

20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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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CROSSBORDER GIVING
INDEX

해외기부 지수 현황

3.5
Large INGOs remain the dominant
channel for Korean donors to
support overseas projects
한국의 기부자는 해외 프로젝트
기부 시 주로 거대 INGO를 통해
후원
Crowdfunding platforms gaining
popularity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인기

평균 점수

중국 - 본토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Innovative finance mechanisms
on the rise
혁신적 투자 매커니즘 인기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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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해외기부 규모

Regulatory Landscape

규제 환경
Regulatory hurdles for inbound
제한된 인바운드 규제
• Overall tightening and • 국가 간 자금이동에
increase of regulatory
대한 규제 장벽의
barriers to cross-border 전반적인 강화 및 증가
Restricted outbound financial flows in many
regulations
receiving markets
Tax incentive for cross-

제한된 아웃바운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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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 giving is limited
제한적인 해외기부
세제혜택

• Most Asian countries
impose specific
restrictions on how
• Low tax rates in half of
philanthropic funds can be
the markets studied
used abroad
• 연구대상 국가의 절반이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낮은 세율을 갖음
자선기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존재
• Complicated to claim
tax, particularly for
• Tough regulations for
outbound donations
NPO to attain legal status
• 해외기부에 대한 세금
• NPO가 법적 지위를 얻는
청구 과정이 특히 복잡
데 엄격한 규제 존재
• Unclear law makes it hard
in practice
Restrictive cross-border regulations
• 불분명한 법으로 인한
제한적인 해외기부 규제
사업 실천 어려움

REGULATORY
INDEX
규제 지수
평균 점수

3.5

중국 - 홍콩

호주

Few restrictions on sending
cross-border charitable donations
해외기부금 송금에 대한 제한
존재
Charitable Organisations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are eligible to facilitate crossborder giving
기획재정부(MOEF)에 등록된
단체 및 기관들만 해외 기부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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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일본

한국

필리핀

규제 환경을 더 활성화

Philanthropic Ecosystem
필란트로피 생태계
Limited presence of ecosystem enablers
부족한 생태계 조성 기관
• Singapore and Hong Kong have relatively stronger ecosystems
• 싱가포르와 홍콩의 생태계는 비교적으로 강한 편
• Strong focus on domestic sector in Australia, Japan, South Korea
• 호주, 일본, 한국의 경우 국내 기부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음

Fundraising expertise is highly desirable
매우 필요한 모금 전문가
• Smaller nonprofit organizations lack in-house capacity
• 작은 비영리기관일수록 내부 직원이 부족함
• High turnover amongst fundraising and compliance staff
• 모금 및 회계 직원의 이직률이 높음

Very little if any advocacy efforts
제한적인 정책 어드보커시 노력
• Advocacy are concentrated on domestic philanthropy
• 어드보커시는 국내 필란트로피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
• Mostly focus on clarifying implementation guidelines
• 대부분 실행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

INFRASTRUCTURE
INDEX
인프라 지수
평균 점수

3.25

중국 - 홍콩

호주

Relatively diverse philanthropic
ecosystem, with strong focus on
domestic issues
국내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나, 비교적 다양한
필란트로피 생태계가 구축됨
Knowledge gaps in cross-border
giving trends
해외기부 트렌드에 대한 지식 차이
Trust in the charitable sector needs
to be rebuilt
비영리 섹터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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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더 강한 필란트로피 지원 인프라

New Zealand

MEDIUM

READINESS LEVEL FOR
CROSS-BORDER GIVING
Singapore
FIG 12 READINESS
LEVEL
FOR CROSS-BORDER GIVING
해외기부
성숙도
China - Mainland
0

2

3

4

MEDIUM 중간

India

LOW

HIGH 높음

China - Hong Kong SARPhillippines
중국 - 홍콩
Australia Indonesia
호주
Japan Malaysia
일본
South Korea
China - Taiwan
한국

1

New Zealand
뉴질랜드 Thailand
Singapore
싱가포르
Nepal
China - Mainland
중국 - 본토
Vietnam

READINESS INDICES
성숙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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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pines
Favourable regulations
Indonesia
호의적인 규제
Malaysia

Levels of Market Readiness
China - Taiwan

Infrastructure
인프라

Existing cross-border giving
현존하는 해외기부

KEY FACTORS INFLUENCING DONORS’ GIVING
기부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

FIG 03 KEY FACTORS INFLUENCING DONORS’ GIVING

Belief in
the cause
대의에 대한 믿음

46%

Connection
with recipients

41%

지원대상자와의
연결성

Transactional
feasibility
기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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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centives
세제 혜택

10%

5%

TOP GIVING CAUSES
주요 기부 분야

교육

건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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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FACTORS TO UNLOCK FOREIGN FUNDING POTENTIAL
해외기부 활성화 주요 요인
정보

기금 자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모금력

단체/기관 내부의 모금력
중간지원
서비스
향상된 배분 서비스의
가용성
규제
규제 변화

Growing cross-border philanthropy in Asia
아시아의 해외기부 증가
Pooling Risks 불확실성 완화
•

Follow the money 돈의 흐름 추적

•

Strengthen framework for due diligence, compliance, and transparency
기관심사, 규정준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강화

Increasing Trust 신뢰도 상승

•
•
•
•

Foster trusted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 communities
지역 정부 및 지역사회와 신뢰관계 구축
Provide proof of concept and demonstrated success
개념의 증거와 가시적인 성과 제공

Aligning Interests 기부의사 정렬

•
•
•
•

Align donor interests with relevant governments’ priorities and community needs
기부자의 관심, 관련 정부기관의 우선순위,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정렬
Some examples are disasters, education, health, and environment
재난, 교육, 건강, 환경 등의 사례

Collaboration & Networks 협력과 네트워크
•
•

Collaboration among professional services that help to facilitate relationships,
access information, and move funds across borders
관계 구축, 정보 접근성 확보, 기금 해외 배분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와의 협력

Leveraging Technology 기술 활용
•
•

Leverage crowdfunding and online giving platforms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기부 플랫폼 활용

Growing demand
늘어나는 수요

Time for a
New Regional
Infrastructure
새로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할 시기

Enabling regulatory
environment
규제 환경 활성화

Collaborative
regional ecosystem
협력적인 지역 생태계

discussed in the further recommendations.

POSSIBLE SERVICES 가능 서비스

FIG 13 POSSIBLE SERVICES

OUTBOUND PHILANTHROPY FACILITATION

해외 필란트로피 촉진

Network
네트워크

Donations for
campaigns

Grants for
specific donors

Long-term
relationships

Facilitate donor
introductions to
the network

Receive local
donations for regional
pooled campaigns

Facilitate one-off
grants on behalf of
specific donors

Facilitate long-term
relationships with local
cross-border funders

네트워크에 기부자
소개

지역 공동 캠페인을
위한 지역 기부금 모금

특정 기부자를 위한
일회성 기금 설정

지역 해외기부자들과
장기적인 관계 형성

캠페인 기부

특정 기부자 기금 설정

장기적인 관계

INBOUND PHILANTHROPY FACILITATION

국내 필란트로피 촉진

Network
relationships

Pooled funds
for programmes

Charitable
projects

Long-term
relationships

Facilitate network
relationships with local
charities seeking to
fundraise overseas

Facilitate receipt
of overseas pooled
funds going to local
programmes

Facilitate
identification and
vetting of local
charitable projects

Facilitate long-term
grantee relationships
and donor-specific
projects

해외 공동 캠페인 후원금을
국내 기부프로젝트에 배분,
기부영수증 발급

국내 기부 사업 및 후원
단체 발굴

특정 기부자 사업 및 배분단체와
장기적인 관계 형성

네트워크 관계

해외에서의 모금을 하길
원하는 국내 비영리 기관과
네트워크 관계 구축

프로그램을 위한 공동 기금

기부 사업

프로그램을 위한 공동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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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고맙습니다!
• Web: give2asia.org
• Email: Ly Tran ltran@give2asia.org / Hyunju Kang hkang@give2asia.org
• LinkedIn: linkedin.com/company/give2asia
• Twitter: twitter.com/Give2Asia
• Facebook: facebook.com/give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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