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사단법인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Pro Bono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이단체는 「민법」제32조및 「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설립되었으며, 국제사회에도움이필요한공익활동을지원한다.

1. 단체는 전문인·일반인·청년들·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기초한 민간단체로서 공공외교

·공공보건·공공환경·공공교육·공공문화에서의 국제사회개발을 협력하고, 사회적책임

과 의식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발굴·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PROBONO' 활동을 국내·외 널리 확산한다.

2. 본회는 지구촌의 빈곤·질병·재난·자활을 돕기 위한 전문성 활동과 국제교류 인프라를

구축, 국제사회 현안을 조사·연구·자료와 정보를 축적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인류의삶을향상시키는데기여한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동참하며
오만한 푸틴과 추종하는 정치인들의 탐욕으로

소중한 생명이 죽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와 리더를 선택하는 성숙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힘을 모아 작은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 하나가 되어
가족을 지켜내고 ,

마을을 지켜내고 ,

국가를 지켜냅시다.”



우크라이나 현장과
소통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허물없이
친구가 되어 주는 만남

생명을 위한
움직임

자신의 재능과 기부를
통해 나눔의 기쁨과

내려놓음

소통

서로 도우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고
키울 수 있다는 믿음

희망

나눔

지속적인 세계문제의
관심과 참여로

지성인으로서 성장

관심



1,916,445

491,409
350,886

3월 16일 기반으로 총 300만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타 국가로 피신 갔습니다. 그 중에 190만명은
폴란드로, 49만명은 루마니아로, 35만명은 몰도바로
피난 갔다고 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난민현황



지구촌 나눔 생태계 지원

1. 재능기부 : 교육, 문화, 예술 , 공연지원
2. 의료봉사 : 讓양·한의학 의약품 지원
3. 복구작업 : 마을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4. 구호품 전달 : 쌀, 모기장, 생필품 지원
5. 후원금 전달 : 현장 구호품 구비 지원

활동사례 ㅣ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활동사례 ㅣ 필리핀타클로반

볼런투어 하이안 긴급구호

1. 재능기부 : 교육, 문화, 예술 , 공연지원
2. 의료봉사 : 讓양·한의학 의약품 지원
3. 복구작업 : 마을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4. 구호품 전달 : 쌀, 모기장, 생필품 지원
5. 후원금 전달 : 현장 구호품 구비 지원



활동사례 ㅣ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공공보건 사업

1. 재능기부 : 교육, 문화, 예술 , 공연지원
2. 의료봉사 : 讓양·한의학 의약품 지원
3. 복구작업 : 마을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4. 구호품 전달 : 쌀, 모기장, 생필품 지원
5. 후원금 전달 : 현장 구호품 구비 지원



우크라이나

미얀마

분쟁지역

2022년 연중

1차전달 / 2차전달

3차전달 / 4차전달

1. 후원금
일주일 단위 즉시 송금

2. 식료품
밀봉된 장기간 보관 음식물

3. 필수품
각 연령대에게 필요한 물품

4. 의약품
해열진통제와 화상, 소독 물품

후원으로참여하기

후
원
나
라

후
원
기
간

후
원
내
용



후원으로 참여하기

1. 후원금은 일주일단위로 즉시 송금합니다.

2. 물품(현금으로환산)은기부금 영수증 발급합니다.

3. 물품은 20피트 or 40피트 1박스기준입니다.

4. 해상운송은 물류회사로부터 약 3-4 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5. 운송은 물류비용 및 유가가 3배 이상 급등하여 당분간

창고에저장 후 보낼 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결과는공유)

6. 1톤 기준 물량은전화 주시면 직접받으러가겠습니다. (서울 ·

인천 ·경기수도권)소량은직접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달되는곳국제 NGO

난민
캠프

우크라이나
도시



우리의
차이

Difference

1. 후원금만 전달하고 기부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관은 주변에 많습니다.

2. 모든 활동은 청년들의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3. 폐허가 된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장단기 후원체계를 구축합니다.

4.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내 구입 어려운 필요 물품을 전달합니다. 

5. 다양한 언론과 방송을 통해 범국가적 홍보를 실행합니다.

6. 보내는물품의관세를최대한낮춰해결합니다.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7. 수천의 기업 리스트를 발굴, 확보하고 지속적인 모금과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8. 한국에서 폴란드 난민캠프와 국경 넘어 우크라이나 현장까지 전달합니다.

9.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국제 NGO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됩니다.

10. 긴급구호의 퍼블릭 영역에서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사회적책임

+30,000

Pro Bono
Supporte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경영활동과관계없이기부나사회공헌
등을통해사회로부터 얻은이익을
실천하며나누는책임입니다.

후원기업발굴



1. 구글폼 신청서 작성 : https://url.kr/z3ogi7 

2. 후원금 계좌이체 및 단체 주소
신한은행 140-009-442057  사단법인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입금자명 : 본인이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길 3

3. 후원문의
T. 070.8108.7004 l 010.3019.8875
M. probono@probono.kr H. www.probono.kr 

주
관
단
체

후
원
방
법

mailto:probono@probono.kr


Partner
organization

2004년 설립 우크라이나 친구라는 뜻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단체들과
협동하여 긴급구호를 수송하는 단체

집중 타겟은 대부분 고아,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물을 보면 힘든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나눈다

TPU
orl.kr/NgC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폴란드의
인도주의 단체로 각국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의료 일을 수행한다

임산부과 어린이 위주로 병원에서
트레이닝 또는 난민캠프에서 치료를
진행한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의료
물품을 수송하고 있다

PMM
orl.kr/OgC

한국-우크라이나 양자, 다자간 정책
협의를 중점으로 우크라이나 내 한인
활동과 교민 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경제통상, 문화홍보, 영사, 국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orl.kr/PgC

한국-폴란드 양국간 정치 관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대 주재국 관계
유지와 국제기구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재난 대응, 공공외교, 
예산행정,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폴란드대사관
orl.kr/QgC

Przyjaciół Ukrainy

Polish
Medical Mission



청년이
움직입니다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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