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단체명 진행경과 사용방법 모집금액 모집목표액(원)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금액(총액계산용)

(사)전국재해구호협 모집완료
사용중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 68,150,000천원
인적재난구호 : 425,000천원
국외자연재난구호 : 425,000천원
=> 합계 69,000,000천원

  6,614,777,763   70,000,000,00 2014.02.24~2015.02   6,614,777,763

대한적십자사 모집완료
사용완료

실종자 구조,구호 활동비 : 3억원
사고 피해자 위로 사업 소요비용 : 20억원
사고 피해자 수습지원 사업비 : 50억원
사고 피해자 및 제 2차 피해자 구호 구휼비용 : 25억
원
=> 합계 98억원

  6,709,226,144   10,000,000,00 2014.04.25~2014.12   6,709,226,144

국민일보 모집완료
사용완료 유가족지원 등 : 일십억   306,660,112   1,000,000,000 2014.04.25~2014.12 2014.12.3 국민일보->적십자사 :

100,137,119원 기탁   206,522,913   100,137,199

대한나눔복지회 모집완료
사용중

사업대상자 지원 (지원대상자 발굴하여 직접전달)
: 257,998,000원   204,546,832   300,000,000 2014.05.09~2014.12   204,546,832

(재)바보의나눔 모집완료
사용중 유가족 및 유가족 지원 관련 단체 지원 : 300,000,000   124,561,121   300,000,000 2014.04.24~2014.06   124,561,121

(재)아름다운동행 모집완료
사용중

심리치료센터 및 가족돌봄센터 연계 지원 :
300,000,000원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 76,000,000원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 10,000,000원
=> 합계 386,000,000원

  384,337,685   400,000,000 2014.05.19~2014.10   384,337,685

아름다운재단 모집완료
사용중

안산공동체 트라우마 치유거점 구축 : 474,000,000원
민간심리지원단 지원 : 156,400,000원
참사기록 지원 : 120,000,000원
장기적 지원 : 160,000,000원
=> 합계 910,400,000원

  271,362,182   990,000,000 2014.05.19~2014.12   271,362,182

(사)한국재난구호 모집완료
사용중

식사지원 : 20,000,000원
생필품지원 : 20,000,000원
민간잠수부운영 : 20,000,000원
유가족 지원 : 25,000,000원
=> 85,000,000원

  20,323,700   100,000,000 2014.04.26~2015.04   20,323,700

전남 희망나눔생명재단 모집완료 세월호 침몰 사고 단원호 학생 피해자 지원 : 170,000   6,695,655   2,000,000,000 2014.05.28~2014.10   6,695,655

대구 대한안마사협회 모집완료
사용중 -   4,120,000   20,000,000   4,120,000

광주 ymca 모집완료
사용완료

세월호 유가족 직접 전달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전달
물품구입 후 진도군청 전달

  17,523,743   30,000,000 2014.04.23~2014.08 2014.12.3
광주ymca->공동모금
회 : 13,276,743원 기
탁

  4,247,000   13,276,743

경기 안산희망재단 모집완료
사용중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긴급구호
지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심
리 회복 지원
희생자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동체적 회복 사업 지
원

  156,490,953   200,000,000 2014.05.21~2014.12   156,490,953

모집중   114,012,200,8 - 2015.04.10 기준 -   114,012,200,844

합계   128,719,41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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