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선 단체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그 단체가 받는 기부금은 얼마입니까? 

평가자료와 보고서를 찾아보세요 

기프트카드나 송금을 통해 지불하지 마세요 

 

 

관심 있는 대의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낸 기부금이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기부할 곳에 대해 

조사하고 기부 계획을 세운다면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부 계획을 세우고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 지원할 자선 단체를 찾고 계신가요? ‘허리케인 구호(hurricane relief)’, ‘집 

없는 아이들(homeless kids)’처럼 관심 있는 대의와 ‘최고의 자선 

단체(best charity)’, ‘좋은 평가를 받은 자선 단체(highly rated charity)’ 

같은 문구를 검색해 보세요. 

• 특정 자선 단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단체의 이름과 

‘불만사항(complaint)’, ‘리뷰(review)’, ‘평점(rating), ‘사기(scam)’ 같은 

단어를 함께 검색해 보세요. 

• 아래에 소개하는 단체들은 자선 단체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부금 지급 방식에 유의하세요 

• 누군가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송금 방식으로 기부를 요청한다면 응하지 

마세요. 사기범이 쓰는 수법입니다. 

• 신용카드나 수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기부 내역을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부하기로 약속한 금액만 청구됐는지 확인하고 정기 

https://www.consumer.ftc.gov/features/how-donate-wisely-and-avoid-charity-scams#research


 

 

기부에 동의하지 않았음을(일시 기부에 동의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기부를 위한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기부금 수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상세정보는 온라인 기부 포털을 통해 

기부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전형적인 수법을 잘 알아두세요 

• 타인의 재촉에 떠밀려 성급하게 기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사기범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어떤 사기범은 당신이 한 적도 없는 기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 사기범은 발신 번호에 지역 번호가 뜨도록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기범은 실제 있을 법한 그럴듯한 단체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기 전에 그 단체에 대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 사기범은 모호하고 감상적인 요청을 많이 하지만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 허위 단체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기부금이 소득공제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기부금의 대가로 추첨 당첨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이자 불법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거나 자선 단체가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다른 자선 단체를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기부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믿을만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를 FTC.gov/complaint로 신고해 주세요. 이와 함께 nasconet.org에서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자선 단체 규제기관을 찾아서 신고해 

주세요. 단체명, 기금 모금자, 전화번호, 모금자가 한 말 등 알고 계신 정보를 

해당 기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donating-through-online-giving-portal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donating-through-online-giving-portal
https://www.ftc.gov/complaint
https://www.nasconet.org/resources/state-government/


 

 

자선 단체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체들 

다음 단체들은 각 자선 단체의 기부금 사용처와 단체 운영상태에 관한 

보고서 및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BBB Wise Giving Alliance 

• Charity Navigator 

• CharityWatch 

• GuideStar 

IRS의 면세 기관 찾기를 통해 당신의 기부금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sconet.org에서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자선 

단체 규제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려는 자선 단체나 기금 모금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http://www.give.org/
http://www.charitynavigator.org/
http://www.charitywatch.org/
http://www.guidestar.org/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tax-exempt-organization-search
http://www.nasconet.org/resources/stat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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