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계층 청소년의 꿈을 지원 하는 기업 사회공헌 프로젝트 

매헌 드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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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진배경’ 

-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관심 증가 

- 
사회공헌의 네트워크화 

- 
소외계층 아동 증가 

• 국내 주요 기업 사회공헌팀 운영 

• 단순 홍보 일환으로 여겼던 마케팅 영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내실에 중점 

• 각 기업별 혜택의 중첩으로 인한 자원배분  

비효율성 문제, 해결방안 필요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CSV(공유가치 창출)로 국민의 인식 개선 

•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형 사회공헌 증가 

• 기업의 개별 성장이 아닌 상생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 증가 

• 소외계층 청소년의 급식 및 학습을 지원하

는 지역하동센터의 급격한 증가 

(‘04 895개 → ’14년 4,284개로 4.7배 증가) 

• 기회제한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 계층 증가 

드림투게더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증가 및 

사회공헌의 네트워크화가 되어가는 트랜드에 발 맞추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활동 추진으로 시대적 흐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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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개요’ 

프 로 젝 트 명  

슬 로 건  

주 최 / 주 관  

후 원  

5 대 사 업  

매헌 드림투게더 

함께하면 청소년의 밝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사)월진회, 드림투게더 

• 소외계층 캠프지원 • 문화예술체육 지원 • 소외계층 가족 여행지원 
사업 

• 소원성취 프로젝트 •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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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ntroduction of  Mae Heon Dream Together 

‘월진회  2014’ 
 

2014년 11월 8일  매헌윤봉길 청소년 문화제 개최 
 

언론보도 : 경향신문   자원봉사자 모집 행사 사진 



03 Introduction of  Mae Heon Dream Together 

‘월진회  2015’ 
 

2015년 8월29일~30일  인성교육 참여 및 나라사랑 체험 아카데이 
 

여성가족부 사업공모 /  행사 사진 



‘드림투게더 연혁 2013’ 
03 

2010.10 
드림투게더  

프로젝트 발의 

2011.03~11 
드림투게더  

비전캠프 진행 

2012.04.14 
KBS나눔 더하기 
대축제 홍보 부스 

2012.05.18 
하나투어 여행박람

회 
홍보부스 

2012.12.21 
대국민 나눔 캠페인  
‘크리스마스 100일의 기적’파티 진행 
소원 아동들과 UN반기문 사무총장의 
만남 

2013.03.22 
‘휴마트 인성교육 캠페인’ 

협약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
부, 중앙일보, 서울특별시교
육청, 전라남도, 장성군 드

림투게더, 코레일, 교원그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3.04.19 
국민인성교육실천포

럼 
휴마트 인성캠프 

2013.04.29 
사회공헌 지식나
눔 
‘속닥속닥’운영 
(매월1회) 

2013.05.28 
(드림투게더& 
동신대학교) 
교류 협정식 

2013.05.28 
포스코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시

작 

2013.07.11 
새싹꿈터 2호
(장성)개소식 

2013.07.24 
엘리트 CSR사

업 
연계 진행 

2013.09.03 
한국투자증권,  

FC서울과 함께한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 

2013.09.03 
인천서구청& 

포스코에너지& 
드림투게더 
사업 협약 

2013.09.12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

단, 
드림투게더 협약 

2013.10.07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

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드림투게더 업무 협약 

(새싹꿈터 3호) 

2013.12.10 
Microsoft 미국 본사 대외협력사업 사장 미팅 

(드림투게더 사업 브리핑) 

2011.03.08 
드림투게더 참여기
업  
협약체결 

2012.05.17 
새싹꿈터 제1호 

(양평)개소 

2013.10.03 
Unitedway 아시아태평

양 총회에서 
초청 사례 발표 

2013.02.22 
드림투게더  

비영리  
민간단체 승

인 

2013.09.05 
하나투어  
희망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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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투게더 연혁 2014~2017’ 
03 

2014.06.03 
IT역량강화를 위한 
NGO클라우 데이 참

가 

2014.06.27 
2대 이사장 최형식 취

임 
(매일유업 홍보이사) 

2014.10.14 
한국투자증권 FC서울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어린이 축구 

2014.11.01 
제1회 드림투게더 

나눔 대축제 

2014.12.16 
제1회 정동제일교회

와 
함께하는 드림트리 

2014.12.23 
제3호 새싹꿈터 
제주 건축 발주 

2015.01.04 
MS IOT 캠프 진

행 

2015.02.04 
제주새싹꿈터 건립 

및 
운영에 따른 협약 

2015.03.02 
MS dream IT 

Together 
사업 실시 

2015.08.04 
매일유업 매일클래

식 
제주에서 진행 

2015.8.25-8.29 
하나투어 
희망여행 2015.12.26 

제2회 정동제일교회와 함께하
는 

드림트리 행사 진행 

2015.12.05 
MS 코딩주간행사 진

행 

2015.08.28 
제주새싹꿈터 
개소캠프 진행 

2016.11.30 
한국건강관리협

회 
김장봉사 및 후

원 

2016.11. 
하나투어 

2016 희망봉사단 
패밀리캠프 

2016.12.2 
월진회와 함께하

는 
매헌캠프 

2016.12.24 
‘남영우와 프렌즈’가 개최

하는 자선 골프대회! 
하나투어 콜라보레이션  

희망여행 

2017.3.24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함께하는 
글로벌캠프 

2017.04.28 
인천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함께하는 글로벌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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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4 

※언론보도 약 100여 건 (TV, 신문 등) 

Introduction of  Mae Heon Dream Together 



‘(사)월진회 소개’ 
05 Introduction of  Mae Heon Dream Together 

사단법인 월진회는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신 매헌 윤봉길 의사가 창립한 ‘월진회’의 나라사랑 정신과 정통성을 계승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월진회 탄생] 

윤봉길 의사는 22세의 젊은 나이였던 1929년에 피폐한 농촌의 부흥을 통해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월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날로 앞으로 나아가고 달마다 전진하자’는 취지에서 월진회(月進會)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월진회 주요목적] 

창립 당시 월진회의 주요 목적은 야학 운영을 통한 계몽활동, 농촌 개발 
및 부흥을 통한 결제 발전, 국산품의 애용을 통한 국력의 신장, 체육대회 
및 문예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창의적인 국민정신 함양 등이었고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추구
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진회 활동] 

사단법인 월진회는 윤봉길 의사의 월진회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현대사회에 맞게 재조명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대
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및 교육사업을 추진 
•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 
 
 
윤봉길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짧은 생을 
마감하셨지만, 사단법인 월진회는 ‘윤봉길의 끝나지 않은 꿈’을 실현하
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진회기] 

윤봉길 의사가 직접 만든 ‘월진회기’ 
바탕색인 흰색은 백의민족을 상징하고, 청색의 세줄은 삼천리금수강산을 
의미하며, 
무궁화는 그 이름 그대로 ‘영원히 번영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월진회 역사와 연혁’ 
06 Introduction of  Mae Heon Dream Together 

HISTORY 1929~2017 

[1929~1999년] 1929   |   월진회 창립, 윤봉길 회장 취임 
1932   |   윤봉길의사의 망명과 상해의거로 활동 중단 
1947   |   정종호등 창립회원이 월진회를 재건 
1973   |   제1회 매헌문화제 개최 
1982   |   제1회 매헌농민상 신설 
1987   |   제1회 매헌 소년소녀가장상 신설 
1992   |   일본 가나자와시에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 건립 
1993   |   윤봉길의사 ‘농촌부흥운동’ 발간, 월진회 부설 ‘내포 향토문화연구 연합회’ 창설 
1994   |   월진회 부설 매헌 새마을금고 설립 
1995   |   ‘인간 윤봉길’ 연구 출판 
1996   |   윤주 선생이 ‘월진회 확대 강화 위원회’ 발족 
1999   |   매헌 윤봉길의사 어록탑 건립 

[2000~2017년] 2000   |   ‘사단법인 월진회’ 문화관광부 설립 인가, 황의만 회장 취임 
                  고운봉 노래비 건립, 매헌문화제에 윤의사 관련 중국, 일본 인사 초청 
                  윤의사 윤상 제작하여 중국 상해임시정부청사에 헌납 
2003   |   진영미 북경대 교수 <윤봉길 시집> 상권 번역 발행 
2004   |   매헌문화현장 학습 안내소 설치, 인간 윤봉길 증보 발간, <윤봉길 시집> 하권 발행 
                  한.중.일 국제학술회 개최 
2005   |   박충신 회장 취임 
2007   |   윤봉길문화축제 개최, 이주응 회장 취임 
2013   |   송정진 회장 취임, 매헌청소년문화제 개최/청소년 인성교육/드림캠프 공동주체 
2017  ㅣ  양평새싹꿈터 캠프 



‘추진전략’ 
07 

운영의 

안정화 

참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고퀄리티  

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제주시청 / 전남도청 / 장성군청  

서울시교육청 / 산림청 / 장성교육지원청 등 

KBS (뉴스), WBC복지TV, SBS (생활경제), 
 중앙일보, 극동방송, JTBC 등  

공신력 확보 인지도 제고 

Introduction of  Mae Heon Dream Together 



‘운영구조’ 
08 

후원사 

및 

후원인 

프로그램 

개발 

사업진행 

· 평가 

소외계층 

청소년 
>> >> >> >> 

지속 가능성 확보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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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09 

감사 

사무국 회원 

상임이사 

고문 이사장(회장) 

이사회(사) 

운영위원회 

체육회 

경영지원팀 캠프사업팀 기업회원 개인회원 

정회원 준회원 

Introduction of  Mae Heon Dream Together 



‘5대사업’ 

Introduction of  Mae Heon Dream Together 10 

소외계층 캠프지원 

소외계층 여행지원사
업 

시상식 

소원성취 프로젝트 

문화·예술·체육 지원사
업 

회원사 연계 
(양평새싹꿈터 시설 등 활

용) 

상·하반기 소외계층 대상 
여행지원사업 운영 

문화·예술·체육 지원 활동 및 
캠프 
(회원사 연계) 

소외계층 소원성취 사업 
‘크리스마스 기적 프로젝트’ 

(100명 아동·청소년 소원) 매헌드림투게더 시상식 진
행 
‘드림메이커상 시상식(가
칭)’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ky-yx-5fNAhWiMqYKHWupBLkQjRwIBw&url=http://archive3d.net/?a=download&id=9d519310&bvm=bv.124088155,d.dGo&psig=AFQjCNGpihq0yujkCfWzRcKB3lIOn8Zitw&ust=1465459228935096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RhNb9s5fNAhWIX5QKHewKDJ0QjRwIBw&url=http://www.georgjensen.com/da-dk/living/ilse-lyseholder-messing_3586897&bvm=bv.124088155,d.dGo&psig=AFQjCNHKyV_SxQ8No3ZuX1wekBNICNiJCQ&ust=146544004763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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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캠프 운영(양평새싹꿈터)] 

⁻ 취약계층 청소년 캠프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계획 
⁻ 기업 및 지역 연계 캠프 운영 
※ 기존 드림투게더 대표 사업 

[시설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양동로 1112 
(서울 광화문에서 차량으로 1:30~2:00거리) 

•  면적 : 3,300평  
•  주요시설 :  

 본관동 - 숙소(4개실) : 80명 내외 숙박 가능 
              - 강당(대강당, 소강당) 및 식당 
 별관동 - 팬션동, 공방, 야외 샤워실, 캠핑데크 등 

[캠프실적] 

새싹꿈터 캠프 

캠프 횟수 총 68회 

참가 청소년 총2,505명 

참가시설 및 기
관 

66개 지역 청소년센터 
서울시 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110개 

[양평 새싹꿈터 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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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사업] 

⁻ 문화소외계층 및 발굴을 위한 사업  

⁻ 야구, 축구, 음악 등 관련기업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 운영 

[소외계층 여행 지원사업] 

⁻  매헌드림투게더 연계 기업인 하나투어를 구심점으로 한 사업 

⁻  “하나투어 희망여행(지구별여행학교) 연계”한 취약계층 여행지원사업 

 (매헌드림투게더&하나투어&후원기업 연계하여 사업 운영)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연계하여 여행지원사업 운영 

⁻  특화 여행 지원사업 운영 

 * 물놀이 캠프 운영(여름), 스키 캠프 운영(겨울) 

• 문화/예술: 공연, 영화, 미술, 뷰티 … 

• 체육: 골프,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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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성취 프로젝트] 

⁻  취약계층의 소원을 공모(접수) 하여 소원성취 진행 

⁻  크리스마스 100일의 기적(2012년),  

 드림트리 사업(2014년) 진행 모티브 

⁻  소원성취 진행을 위한 기부/모금 프로젝트 진행 

 : 모금 금액을 통한 소원 프로젝트 운영(100명의 아동·청소년 지원) 

[매헌드림투게더 시상식] 

⁻  매헌드림투게더 시상 “매헌드림메이커상” 

⁻  “소원성취 프로젝트 ”와 연계하여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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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전경) 운동장(축구장) 

드림팬션 드림공방 

대강당(본관1
층) 

소강당(본관2
층) 

숙소(우주여행) 숙소(북극여행) 

숙소(숲속여행) 숙소(바다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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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스케줄]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약계층 캠프운영 
(양평새싹꿈터 캠프) 

상시 

문화예술체육 
지원사업 

문화예술체육지
원 

상시 

특화캠프 

취약계층 여행지원사업 

소원성취 프로젝트 

매헌드림투게더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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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나눔 재능나눔 시간나눔 

현금·현물 후원/기부 
전문 프로그램 및 

프로보노 활동 

캠프, 행사 등 참여형 

노력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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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 (양재동 , 윤봉길의사 기념관) 3층                   l  Tel. 02 571 4691  l  Fax. 02 571 4692  l  email wjh4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