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we work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NGO

국내 지부 및 사업장
중부지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2126-4091
대전, 세종, 충청 042-826-0161
영남지부 부산, 울산, 경남 051-758-7731
대구, 경북 053-625-1600
호남지부 광주, 전라, 제주 063-254-1177
수서종합사회복지관
02-459-5504
백양종합사회복지관
051-305-4286
백양지역아동센터
070-4270-2425
새움지역아동센터
063-241-1171
입석지역아동센터
053-982-1601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2-434-1391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2-245-1391
울산신나는아동쉼터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032-662-2580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31-402-0442
안산신나는그룹홈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422-139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02-796-1406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051-758-8801~2
민들레어린이집(서울)
02-3412-7979
민들레어린이집(부산)
051-305-3223
신나는어린이집
02-2642-6963
은화어린이집
02-391-3248
노을어린이집
02-305-9880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어린이들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배움의 기회를 주어 아동 스스로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의 미션
우리는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후원계좌

개인 후원문의

신한은행 100-013-487570

02-6900-4400 / 이메일 donor@sc.or.kr

예금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ARS 060-700-1233(한 통화 2,000원)

기업 협력문의

문자 #9595(한 건 5,000원)

webmaster@sc.or.kr

세이브더칠드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우)04080
전화 02-6900-4400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팩스 02-6900-4499
홈페이지 www.s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vethechildrenkorea
트위터 @stckorea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해외사업

국내사업

권리옹호

보건		개발도상국의 취약 계층에게 필수 보건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아동보호	국내 거주 난민 아동, 농어촌 아동, 위기가정 아동 등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합니다.

국내옹호활동

교육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보호	모든 종류의 폭력과 방임, 착취, 학대에 대응하고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생계지원	아동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해외결연	결연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고 다름이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건의료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
하게 자라도록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심리정서치료를
지원합니다.

 대와 폭력,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선
학
활동, 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한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
그리고 ‘아동 삶의 질 연구’를 진행합니다.
국제개발협력정책
아동에게 안전한 국제개발협력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
정책’ 도입과 인도적 위기상황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 인도적 지원 전략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어린이마라톤’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5살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인도적지원(긴급구호)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아동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아프리카 여아 학교보내기 캠페인

하나의 모자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빈곤, 사회적 악습, 편견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아프리카 여아들을 지원합니다.
www.sc.or.kr/school.me

체온보호가 필요한 아기들에게 모자를 직접 떠서
보내는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보내주신 모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아들에게 전달됩니다.
www.sc.or.kr/moja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도시와 농어촌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만듭니다.
www.sc.or.kr/p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