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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은 넥슨 컴퍼니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

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2005년 시작한 넥슨작은책

방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 재활전문

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청소년 대상 코딩 대회 

NYPC, 창의적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한 브릭 사업 플레이노베

이션 등 그 동안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발전시키는 한편 

IT와 문화, 놀이 및 건강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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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가 다양한 문화로부터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이루는 문화창작자들의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4차산업을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세대가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IT를 접하고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넥슨청소년프로그래밍챌린지, NYPC

- 연세-넥슨 √i RC 창의플랫폼

전세계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나아가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넥슨작은책방

- 플레이노베이션; 브릭 놀이 교육 프로그램 전파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재활병원 건립을 후원하고 장기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합니다.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전시 및 문화활동 후원

- 네오-제주, 대한민국 온라인게임 25주년 기념 전시

IT 인재 발굴과 육성

창의적 놀이와 교육 지원

더 나은 어린이 건강과 치료

문화 다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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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C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신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통해 코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 코딩대회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코딩 학습의 동기를 부여, IT 저변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약할 차세대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4회째 개최된 NYPC는 누적 참가자가 1만6,900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코딩대회로 자리를 잡았으며

 IT 저변 확대라는 취지에 걸맞게 2019년에는 과학고를 제치고 

일반 학교 학생들이 주요 부문의 상을 차지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코딩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넥슨청소년
프로그래밍챌린지

사업소개 영상보기

참가 학생수

16,900명

토크콘서트 참석인원

1,200명

SINCE

2016년

IT인재 발굴과 육성

https://youtu.be/UpAzh1n6YQY


넥슨청소년
프로그래밍챌린지

NYPC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회의 취지 및 참여 방식, 

코딩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동시에 NYPC 수상자와 함께 하는 

Q&A 시간을 마련하여 정보를 나누고 대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NYP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치뤄지는 약 10일간의 

예선대회를 통해 매년 약 4~5천명의 참가자들은 파이썬, 

자바, C#, C++, C 중 선택하여 넥슨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재미있고 창의적인 문제들을 접합니다.

코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앰버서더들이 

코딩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전달하고,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본선대회는 4~5천명의 예선 참가자 중 최상위 성적의 80명을 

선발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2~14세 부문, 15~19세 부문으로 나뉘어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정답을 만들어 나갑니다.

NYPC 설명회

NYPC 예선 대회

NYPC 토크콘서트

NYPC 본선 대회

IT인재 발굴과 육성



연세-넥슨 √i RC 창의플랫폼은 연세대 RC학부생으로 팀을 

이루어 1년 동안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창의플랫폼은 RC(Residential 

College)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자기주도 활동으로서 

문제 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도전정신, 리더십 함양을 돕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전기전자공학부, 건축공학과, 정치외교학과, 

철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융복합적인 

지식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소한 

일상에서의 문제 인식부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구와 정책 개발까지, 폭 넓은 사고와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연세-넥슨 √i 
RC 창의플랫폼

사업소개 영상보기

IT인재 발굴과 육성

https://youtu.be/epSf3hgbRWU


연세-넥슨 √i 
RC 창의플랫폼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돕기 위해 넥슨의 유명 

개발자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3회의 

특강을 진행합니다.

브릭 콘테스트, 카트라이더 게임대회 등 재미와 즐거움에 

기반하여 협업과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창의플랫폼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회의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이 제공됩니다.

설명회 및 명사 특강

팀워크와 창의적 발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

창의플랫폼 전용공간 크레용

IT인재 발굴과 육성



지역,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이 책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식과 배움의 터를 제공합니다. 

2005년, 경남 통영의 조그마한 분교에 조성한 1호 책방을 시작

으로 129호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넥슨작은

책방은 진행된 넥슨의 가장 오래된 대표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상상워크샵’을 통해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공간을 

조성하고 독서와 독서공간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사

후지원을 제공합니다.

넥슨작은책방은 현재까지 국내 121개, 부룬디,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 8개 총 12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2만여 권의 

책이 기부되었고, 전 세계 7만여 명 어린이들의 독서 장소이자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넥슨 
작은책방

사업소개 영상보기

이용 어린이 수

70,679명

기부 도서 수

121,851권

작은책방 조성 수

129호점

SINCE

2005년

창의적 놀이와 교육

https://youtu.be/M2ZP1yuDXi8


상상씨앗 독서 프로그램은 전국 작은책방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은 5개월 간 

매주 1회씩 독서 지도사 선생님과 함께 1시간 30분 가량의 

독서 토의 및 독후 활동에 참여합니다. 

독서 프로그램 이외에도 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소량의 월간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책방 어린이들의 독후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독후감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이

지만 진심이 담긴 글을 써보며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무대 위에 올라 수상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성

취감을 갖도록 합니다.

상상씨앗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독후감 대회 / 시상식 개최

NEXON FOUNDATION ANNUAL REPORT

넥슨 
작은책방

창의적 놀이와 교육



2011년

아프리카
부룬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 8호점

국내 작은책방 외에도 2011년부터 매년 해외작은책방을 만들

어 오고 있습니다. 1호점인 아프리카 부룬디를 시작으로 소외된 

해외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문화와 언어가 담긴 책들을 선정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작은책방은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지어져,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해외작은책방 Wish Planet

넥슨 
작은책방

WISH PLANET 7 소개 영상보기

2012년

네팔
다델두라

2013년

캄보디아
캄퐁스프

2014년

미얀마 
쉐비다

2015년

라오스
빡산

2016년

인도네시아
메단

2018년

몽골
울란바토르

2020년

필리핀
푸리에토디아즈

1

2

3

6

4
5

7

8

창의적 놀이와 교육

https://youtu.be/zKLxOa7tDak


플레이노베이션은 ‘즐거운 혁신가들의 세상 (A World of 

Playful Innovators)’을 만들기 위한  넥슨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8년 2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플레이노베이션은 놀이(Play)와 혁신(Innovation)의 합성어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잠재된 창의성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

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넥슨재단의 믿음

을 담고 있습니다.

1)전세계 17개국에서 활동 중인 2)10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1,800만여개 브릭을 기부하였으며, 20만명 이상의 어린

이들에게 즐겁고 창의적인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세계 17개국

미국, 방글라데시, 몽골, 케냐, 바레인,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터키, 베트남, 한국, 호주

2) 10개 기관

Imagination.org & Two Bit Circus Foundation, 

British Council Bangladesh, Kounkuey Design   

Intiative, LA’s Best, GerHub, Sesego Foundatio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브레이너리 메이커스,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NEXON FOUNDATION ANNUAL REPORT

플레이노베이션
PLAYNOVATION

사업소개 영상보기

창의적 놀이와 교육

https://youtu.be/WNARLzu_Lfw


지역 

기관

기간

내용

성과

지역 

기관

기간

내용

성과

케냐 

컨큐이 디자인 이니셔티브

(Kounkuey Design Initiative; KDI)

2019 ~ 현재

키베라(Kibera 나이로비 시내 슬럼 지역) 내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을 구축을 목표로 함 

어린이들이 브릭 놀이를 통해 원하는 공간을 구상 후, 

KDI 건축 전문가들이 이를 실제 공간 설계에 반영함

키베라 지역 내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 확보, 

지역개발 사업에서 어린이 및 여성의 참여 제고

혁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 for Innovation Program

놀아요! 디자인해요! 나눠요!

Play! Design! Share!

NEXON FOUNDATION ANNUAL REPORT

플레이노베이션
PLAYNOVATION

몽골

게르허브(GerHub)

2018 ~ 현재

몽골 전통 천막집 게르(Ger)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청소년 혁신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브릭 놀이를 통해 팀웍을 강화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 실행함

19년 울란바토르시 청소년 이노베이션 펠로우 10명 배출

현재 도서 지역으로 확장 운영 중

창의적 놀이와 교육



재활병원 
건립 및 후원

사업소개 영상보기

넥슨재단은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병원 건립을 후원하고 장기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합니다.

30만에 달하는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독립된 자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사회+직업’의 재활을 

연계합니다.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으로 넥슨과 함께 

푸르메재단, 1만여 명의 시민, 500여 개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2016년 개원하였습니다. 넥슨재단은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시기별 다양한 

행사 진행과 치료 프로그램 도입 등 어린이들의 즐거운 

재활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넥슨재단과 대전광역시와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대전시에 위치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100억원 기부를 

약정하였습니다. 낮병동을 포함하여 70병상 규모로 건립될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최초의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운영됩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더 나은 어린이 건강과 치료

https://youtu.be/BSd752SVkOM


넥슨재단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발전하여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문화는 

즐거운 상상과 창의적 발상을  돕고 

우리 사회를 한층 풍요롭게 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위해 넥슨재단은 

청년 문화창작자들의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우리 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화 
다양성 지원

‘게임을 게임하다’ 전시 영상보기

문화 다양성 지원

https://youtu.be/qQkpH9CKVdU


게임 아티스트 기획전 ‘보더리스

(BORDERLESS; Inspired by NEXON)’ 전시 개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현대미술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공식 기업후원 참여

한국계 예술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뉴욕 퀸즈 미술관 내 넥슨관 설립

‘제주영화제’, ‘제주프랑스영화제’,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후원

신개념 오프라인 교육 체험전 ‘플레이 메이플스토리‘ 개최

음악영화 ‘위플래쉬(Whiplash)‘ 국내 수입, 상영 공식 후원

새로운 제주를 위한 청년프로젝트 네오-제주(Neo-Jeju) 시작

영화 ‘록샌, 록샌’ 제작 후원

다큐멘터리영화 ‘시리아의 비가 : 들리지 않는 노래 

(원제: Cries from Syria)‘ 국내 수입, 배급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시리아 난민 어린이 돕기 협약, 

10만달러 기부, 영화상영 수익금 전액 기부

대한민국 온라인게임 25주년 기념 전시

‘게임을 게임하다/invite you_’ 개최

NEXON FOUNDATION ANNUAL REPORT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 다양성 지원



NEXON FOUNDATION INT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