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꿈펼치기’ 모집 안내

1. 사업 목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꿈(재능)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

등을 해소하고,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

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사업 대상

  가. 2021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아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만7세~만18세 아동)

  나. 세부지원분야

*아동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신설하였음.

3. 사업 내용

  가. 선발인원: 50명 내외 (예정) 

  나.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전문교육과정 연계비 (학원비, 레슨비 등)

   ○ 교재 및 교구 구입비

   ○ 대회참가비

   ○ 재능계발 보조비 (재능계발장소 연계비, 교통비 등)

   ○ 체력증진비

Ⅰ   사 업 개 요

분야 세부분야 (예시)

학업 학업성적 우수, 과학·수학·어학 등 우수 

예술

음악 국악, 성악, 악기(피아노, 현악, 관악 등), 작곡, 지휘, 실용음악, 힙합 등

미술 공예, 금속조형, 도예, 동양화, 디자인, 서양화, 섬유미술, 시각디자인, 조소, 회화 등

무용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밸리댄스, 비보잉 등

체육
골프, 농구, 럭비, 체조, 배구, 배드민턴, 빙상, 사격, 수영, 스키, 씨름, 야구, 양궁, 유

도, 육상,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핸드볼, 바둑, 당구, 컬링, E-스포츠 등

*자율
상기 3개 분야(학업, 예술, 체육)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

예) 크리에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 공학, 요리, 뷰티/패션 디자이너 등 



1. 공통자격 (※ 아래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급권자, 동조 제10항에 규정된 차상위계층 아동 

     / 일반 저소득 가정 아동 

  ② 학교장, 해당분야 전문가, 사회복지관련기관(또는 시설)의 장, 주민센터장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

  ③ 재단의 요청 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활동 참여가 가능한 아동 

  ④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 후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2. 분야별 세부 지원 자격 

Ⅱ   지 원 자 격

분

야
학년 지원자격

학

업

모집제외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2학년(2020년 기준)

중학교

(現3학년)

① 전년도 1,2학기와 당해 연도 1학기 각각의 학교생활기록부 공통 5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A등급이 4개 이상

② 최근 2년 이내 전국, 광역시도, 교내 등 경시대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중학교 수상경력만 해당) 

고등학교

① 당해 연도 기준 ‘전국연합학력평가’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 
    (단,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 등급)
  - 한국사 1등급  

② 전년도 1, 2학기와 당해 연도 1학기 각각의 학교생활기록부 공통 4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중 택1)의 평균 석차등급이 2등급 이내
   *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당해 연도 1학기 성적만 해당함.

③ 최근 2년 이내 전국, 광역시․도, 교내 등 경시대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고등학교 수상경력만 해당

※ 위 3개 항목 중 1항목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3개 항목을 종합평가

예

술

·

체

육

·

자

율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으로 최근 2년 이내 전국단위, 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실기/경시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아동

② 재능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추천서 필수 제출

  (재능지도자 또는 학교 담임교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정함)

* 자율 분야(예외 기준)

� -� 상기� 제시� 된� 입상실적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재능� 수준을� 입증� 할� 수� 있는� “자율�

증빙� 자료”� 제출� 가능

참

고
수상경력: 최근 2년 이내(2018년 9월 이후) 내역



1. 공통 제출 서류 

2. 선택 제출 서류 (해당자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원본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합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서류는 .hwp 파일, jpg 파일 형태로 제출

구분 증명서 비고(작성 및 준비자)

필수

※ ①~⑤ 서류
모두 제출

① 초록우산 아이리더 신청서 1부  사회복지관 담당자. 교사, 보호자 등

② 자기소개서 1부 아동 

③ 추천서 1부
학교장, 사회복지 관련기관장, 시군구

청장, 주민자치센터장, 분야별 전문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아동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아동 및 보호자

구분 증명서 발급기관

법정
저소득층

※ ①~⑤ 서류
 중 1부를 제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저소득층

※ ①~③ 서류
 모두 제출

① 부모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부모의 201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부모 모두의 2019년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과세 물건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 부모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서류를 제출함

※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서류 1~3을 모두 제출합니다. 

재능 증빙 서류

※ 해당시 제출

최근 2년 이내의 수상 내역(2018년 9월 이후) 

•입상 증명서 및 상장,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 등

•(해당자) 검정고시 관련 서류

•(자율 분야 해당자) 자율 증빙 자료 

•주최 기관

Ⅲ   제 출 서 류



3. 제출서류 상세 안내

  가. 공통서류 상세 안내

나. 재능증빙 서류 상세안내

공통서류 세부내용

초록우산 아이리더 신청서
• 재단 양식

• 지원자 및 작성자 인 또는 서명

자기소개서

• 재단 양식으로 지원자 직접 작성 

• 지원 동기, 재능흥미 및 진로계획 포함 

• 자기소개서는 심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작성.

추천서

• 담임교사, 학교장, 사회복지 관련기관장, 시군구청장, 주민자치센터장, 

  해당분야 재능 지도자 작성

• 추천서 작성자는 지원자를 1년 내외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이 작성

• 추천인 인 또는 서명 포함

• 추천서는 추상적인 언어나 미사여구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

주민등록등본 • 주민자치센터 발급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재단양식

•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포함

선택서류 세부내용

입상증명서, 상장, 성적표 

등

• 최근 2년 이내 수상 내역 (2018년 9월 이후)

• 증명서의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 최근 2년 이내 내역 (2018년 2학기 이후) 

• 원본 대조필 확인

검정고시 관련 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교육청 민원실, 민원24 발급

자율 증빙 자료
• 입상� 실적을� 제출� 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재능� 수준을� 입증� 할� 수� 있

는� “자율� 증빙�자료”� 제출�가능(자유�형식)



다. 선택서류(기타 저소득 증빙) 상세안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

음  

2019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 가입된 경우,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

자격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

가 일치하여야 함. 

2019년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부모 각각의 재산세(주택,토지,건물) 과세 

정보(금액)가 표시된 서류를 제출.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세목별 과세 증

명서’상에 ‘과세사실 없음’ 으로 기재되어 

발급됨.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

정되지 않음.



1. 진행일정

2. 접수방법

※ 접수문의: 지역별 어린이재단 사업기관 리스트 참조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이메일 제출: 지역별 어린이재단 사업기관 이메일 제출 

※ 등기우편 제출: 지역별 어린이재단 사업기관 제출 (접수기한 도착분까지 해당)

1. 유의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 및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 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후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작성내용이 미비한 경우

  ▪ 본 사업의 접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초록우산 아이리더로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은 한 경우

2) 지원신청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도 우리 재단의 최종 선발기준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도 있음.

3)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아이리더 발대식 

  2021년 2월 중 진행예정(2021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지원아동 필참)

3. 별첨 서류 안내

  가. 어린이재단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연락처, 주소, 이메일)

서류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면접심사)

최종 심사 최종발표

2020.10.01.(목)

~11.13.(금)

2020.11.16.(월)

~11.20.(금)

2020.11.23.(월)

~12.06.(일)

2020.12.07.(월)

~12.22.(화)
2020.12.23.(수)

Ⅳ   진행일정 및 접수방법

Ⅴ   기타 사항

www.childfund.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다운로드 이메일 및 우편제출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접속

재단소개 
->재단뉴스 
->공지사항

•모집 공고문

•신청서 양식

•이메일 제출

•등기우편 제출

 (접수기한 도착분)



별첨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지역 기관명 우편번호 및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지역본부
04111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71 

숨도빌딩 9층 (신수동 31-1)
cfseoul01@naver.com (02) 325-2257

서울북부지역본부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무교동, 어린이재단빌딩) 6층

seoul-north@naver.com (02) 752-2792

서울남부지역본부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6 (대치동, 동성빌딩) 4층
seoulsouth.cf@gmail.com (02) 3453-6720

부산 부산지역본부
47504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거제동) 함조회관 3층
jinizi@hanmail.net (051) 505-3117

대구 대구지역본부
41812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911 천일빌딩 5층 (내당동 1105-3)

kwf9799@naver.com (053) 756-9799

인천 인천지역본부
21390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부평동, 추인타워) 8층 
kwf7010@hanmail.net (032) 875-7010

광주 광주지역본부
61053 광주시 북구 우치로 311번길 

15 2층
kwf52@naver.com (062) 351-3513

대전 대전지역본부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31 

(둔산동) 대신빌딩 702호 kwfdj26@naver.com (042) 477-4072

울산 울산지역본부
44709 울산시 남구 화합로 224번길 

4(삼산동) 2층
ulsancap@daum.net (052) 275-3456

경기
경기지역본부

1669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영통동, 

서린프라자빌딩) 7층
childfundgg@gmail.com (031) 234-2352

경기북부지역본부 104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 광성빌딩(프라자) 506호 kwf63@hanmail.net (031) 965-8101

강원 강원지역본부
26452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02 

(단구동) 신영빌딩 5층
childfundkw@childfund.or

.kr
(033) 762-9171

충북 충북지역본부
287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5 

(용암동, 프뢰벨빌딩) 3층
kwf30@naver.com (043) 256-4493

충남/

세종
충남지역본부 311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두정동, 희망빌딩) 4층 0415787173@hanmail.net (041) 578-7173

전북 전북지역본부
54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금암동, 
전북사회복지회관) 2층

kwf57@hanmail.net (063) 276-2800

전남 전남지역본부
58254 전남 나주시 남산길 

45-12(죽림동) 2층 childjn@naver.com (061) 332-8993

경북 경북지역본부
37763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0 (상도동) 4층
kwf054@naver.com (054) 273-7333

경남 경남지역본부
5117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봉곡동, 한마음타워) 6층 
전화문의 (055) 237-9398

제주 제주지역본부
63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20, 2층
childjeju@naver.com (064) 75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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