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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있어 따뜻한 세상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COVER STORY
성안토니학교는 고아원 기숙사 베란다에서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에서 시작된 학교이다.
시멀리아 마을은 소수부족 원주민들의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일일 임금 노동자로 일하며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한국희망재단은 이곳에
2013년 성안토니학교 건물을,
2017년 기숙사 건물을 건축하였다.
현재는 110명이 넘는 학생 수로 공간이 부족해져 학교 및
기숙사 증축을 계획,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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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희망재단 활동보고

2021년
함께 만든 희망여정

몽골 Mongolia

네팔 Nepal

AFRICA
르완다 Rwanda
부룬디 Burundi
잠비아 Zambia

우간다 Uganda

인도 Ind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미얀마 Myanmar
라오스 Laos

태국 Thailand
캄보디아 Cambodia
필리핀 Philippines
인도네시아 Indonesia

탄자니아 Tanzania
말라위 Malawi
짐바브웨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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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희망재단은

30만 7,982명의
지구촌 이웃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ASIA

*참여 단위가 가구인 경우, 1가구당 가구원 4인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총

76

현지 협력단체

활동 국가

개 사업 진행

40
17

개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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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국제협력사업
생활기반이 무너진 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 주민공동체를 되살립니다.

참여자

15,268

명

13개국
27개 사업

우간다 마사카 마을 청년들이 파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들은 생태농업으로 청년 실업과 빈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일궈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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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지역개발

몽골 에르덴 희망의숲 자립 사업
황사 발원지인 몽골에서 10여 년간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숲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에르덴 지역 희망의숲 주민들이 숲을
잘 가꾸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실수에서 재배한 수확물을 겨우내 잘 보관하고 가공할 동절기 창고와 유제품 제조설비
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자 주민 20명

협력단체 푸른아시아

사업지역 투브 주 에르덴 지역

지원액 8,000,000원

몽골 여성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몽골의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여성은 고용 차별, 낮은 임금 등으로 시장 경쟁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여성인권
NGO와 스타트업 여성 기업인, 소상공인 여성이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연대하여 성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여성 7,500명

협력단체 CCEE

사업지역 울란바토르 시

지원액 7,812,070원

몽골 지역아동센터 건축 사업
미래의몽골 지역아동센터는 도시 빈민촌 지역 아동이 교육을 받고 주민이 소득 활동을 하는 생활 터전입니다. 교회 지하 공
간에 있던 센터는 10여 년 넘게 사용해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컸고, 이에 새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2층
으로 된 센터에는 아동 교육 공간과 주민 소득 창출 공간, 협력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참여자 아동과 학부모 300명 협력단체 이뤠딩몽골

사업지역 울란바토르 시 체쯔 구역 바양주르흐 구 19동

사업비 105,468,822원

짐바브웨 비누공방 참여자
트리쉬 씨

말라위 마스키니 마을 염소 사업 참여자
마트리다 씨

비누공방 사업으로 스스로 살 수 있게 되었어
요.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내 손으로 일
해 나와 내 가족을 보살피죠. 비누공방으로
많은 여성이 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마을 내
조혼하는 여아도 많이 줄어들 거라 확신해요.

2021년 2월, 2마리의 암염소를 받은 날은 제 인생의 전환
점이에요. 저와 제 두 아이에겐 아무 것도 없었고 꿈도 미래
도 보이지 않았죠. 이제 저는 비로소 제 삶이 바로 보여요.
염소를 열심히 키워 수입이 생기면 새 집을 짓고 아이들도
가르치려 해요. 제 아이들의 미래는 꼭 밝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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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달리트 및 소외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봉제센터 설립 사업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델리의 달리트 및 소외계층 여성들과 함
께 면 마스크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2021년에는 다른 달리트 이웃과
도 상생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사회적기업 봉제센터를 설립했습
니다. 또한 세탁 서비스를 시작해 소득도 창출했습니다.
참여자 달리트 여성 15명
사업지역 델리 남서부 지역

협력단체 ERA
지원액 47,889,530원

판매할 면 마스크를 제작하는 인도 달리트 여성

캄보디아 청년농부를 위한
유기농업 교육센터 건립 사업
2019년 한국희망재단의 아시아 청년농부 한국연수에 참여한 캄보디
아의 판야(Panya) 씨는 청년을 위한 유기농업 배움터인 소운판야농
장의 설립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미래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유기농
업을 책임질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농민 85명

협력단체 TRK

사업지역 바탐방 주 프놈 솜포프

사업비 18,334,305원

건축 중인 캄보디아 유기농업 교육센터

캄보디아 바탐방 어촌 지역 생계개선 사업
캄보디아 바탐방의 쁘렉루엉 읍 사람들은 대부분 소농으로 땅이 좋지
않아 쌀 농사나 채소 재배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렵습니다. 이에 취
약계층 가정의 어업활동과 수확물 이송을 돕고 강 너머 시내와 교류
하는 데 도움이 될 어선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자 주민 24명

협력단체 VSG

사업지역 바탐방 아엑프놈 구역 쁘렉루엉 읍
사업비 5,988,377원

어선으로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캄보디아 바탐방 주민

필리핀 네그로스 그린통합농업기술 및
테크노팜 지원 사업
2018년부터 함께해온 젬마팜의 확장 협동농장인 젬마테크노그린팜
을 필리핀 바고강 유역 지역에 설립했습니다. 6개의 농부 조직과 함께
친환경 농업 교육을 진행하고 푸드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계, 오리 사육을 교육하고 사료 생산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농부 120명

협력단체 MUAD-Negros

사업지역 무르시아, 살바도르 베네딕토, 산카를로스 지역
사업비 45,459,582원

모종을 심는 필리핀 네그로스 젬마팜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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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나보타스 도시빈민 자활 및 장학 사업
필리핀 나보타스 시 빈민촌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역
량 강화에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빈곤 가정 자녀들의 학
업 단절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13명, 중고등학생 7명, 대학생 3명에
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참여자 23명

국제협력사업 지역개발

협력단체 기쁨과 희망

사업지역 마닐라 대도시 나보타스 시

사업비 7,190,000원

부룬디 카마카라 마을공동체 개발 양어 사업
부룬디 내전 종식 후 귀향한 난민들의 공동체 카마카라 마을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빈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2020
년 양계장에 이어 2021년 양어장 4곳을 건립하고 치어 및 양어 사료를 구매했습니다. 성공적인 양어 사업을 위해 협동조합
양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협동조합원 60명

협력단체 IPSDI-Burundi

사업지역 치피토케 주 루곰보 코뮨 카마카라 마을

사업비 26,445,120원

우간다 글루 전쟁피해 여성 심리 치유 및 양돈 사업
내전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은워야 지역 여성은 사회적 차별과 트라우마 그리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양돈장 2
곳을 건립하고 여성 39명과 함께 돼지 8마리로 양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에이즈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여성 339명
의 심리 치유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전쟁피해 여성 339명

협력단체 NOWDI

사업지역 글루 은워야 아나카

사업비 20,534,584원

우간다 은워야 구 3개 여성그룹을 위한 양돈 사업
글루 은워야 지역의 또 다른 전쟁피해 여성 120명이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도록 양돈 사업을 함께했습니다. 축
사 3곳을 건축, 돼지 24마리를 지원하고 양돈 교육 및 자조 그룹을 통한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전쟁피해 여성 120명

협력단체 NOWDI

사업지역 글루 은워야 아나카, 프로고, 곳 아포유

사업비 49,325,213원
양돈장의 돼지와 기뻐하는 우간다 글루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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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마사카 지역 생태농업 사업
청년 비율이 65%로 매우 높은 우간다 농촌 지역은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빈곤, 장애, 미혼모 등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 청
년과 여성이 일자리를 얻고 식량과 소득을 창출하도록 생태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 및 마케팅을 교육하고 관개시설
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취약계층 여성과 청년 175명

협력단체 Mirembe Green Park

사업지역 마사카 구 찬나무카카, 부웅가, 넨도

사업비 22,231,735원

잠비아 마사이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양계 사업
기아 심각 국가 잠비아, 그 중에서도 농촌 빈곤율이 매우 높은 마사이티 지역은 기후 변화로 농업 산출량이 급감하고 있습니
다. 마사이티 지역 농민들이 식량과 소득을 얻도록 양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료용 작물 재배 텃밭을 조성하고 양계/농업
기술 교육, 농자재 구비,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취약계층 여성 916명

협력단체 NNO

사업지역 코퍼벨트 주 마사이티 지역

사업비 23,616,400원

짐바브웨 취약계층 여성 및 여아들을 위한 비누공방 사업
인구 72%가 빈곤층에 속하는 짐바브웨에서 특히 빈곤 가정의 여성과 여아는 매매혼과 조혼의 위기에 처합니다. 수익을 창
출하여 빈곤을 완화하고 딸의 학업을 지속하도록 여성과 여아 32명과 공동체를 이뤄 비누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제조법과 마
케팅을 교육하고 사업자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년 뒤 또 다른 여성 30명을 교육할 것입니다.
참여자 여성공동체 32명

협력단체 WAP

사업지역 하라레, 아이코트

사업비 10,814,759원

비누공방 사업에 함께하는 짐바브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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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지역개발

탄자니아 엔데베시 마을
마사이 여성그룹 활성화를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마사이 여성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활기를
찾도록 함께했습니다. 마사이 여성들이 마스크끈 2,500개를 제작하
고 판매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참여자 마사이 여성 40명
다함께 모여 마스크끈을 만드는
탄자니아 엔데베시 마사이 여성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사업지역 킬리만자로 므왕가 구 엔데베시 마을
사업비 14,922,050원

대구여성노동자회와 함께한 말라위 마스키니 마을
여성의 소득창출을 위한 염소 사업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말라위의 마스키니 마을은 주민 80% 이상이
빈곤선 이하입니다. 그 중에서도 빈곤 여성은 가정 생계가 어려워 가
축, 쌀과 바꾸어 결혼하는 매매혼 및 조혼 그리고 성매매의 위협을 받
습니다. 여성 20명과 함께 협동조합 및 마을 저축 대출 조합을 조직하
여 염소 44마리를 지원하고 염소 사육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여성 20명
염소 사육을 시작한 말라위 마스키니 마을 여성

협력단체 CCDR

사업지역 치라드줄루 지역 마스키니 마을

사업비 3,099,832원

바보의나눔과 함께한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을 위한
엔데베시 마을 공동체 개발 사업
엔데베시 마을은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해온 마사이족이 기후 변화
로 초지가 사라지자 정착하게 된 곳입니다. 마사이 주민들의 사회 적
응을 위해 시작한 마을 개발 사업은 2021년 3차년도를 맞이했습니
다. 탄자니아 공용어 교육, 보건위생 교육 및 보건위원회 조직, 농업기
술 교육 및 요리교실, 봉제 및 수공예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마사이 주민은 완전한 사회 적응과 자립에 더욱 가까워졌습니
다.
참여자 주민 1,000명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사업지역 킬리만자로 므왕가 구 엔데베시 마을
탄자니아 공용어를 배우는 엔데베시 마사이 주민

사업비 35,516,287원
한국희망재단 2021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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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과 함께한 부룬디 무진다 마을 주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사업
무진다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나 생산성이 낮아 최소한
의 식량도 구하지 못하는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의 소득 창출과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운영 안정화를 위해 팜오일 비누와 가축사료 생
산공장을 건립했습니다.
참여자 주민 70명

협력단체 IPSDI-Burundi

사업지역 부반자 루가지면 무진다 마을

사업비 41,954,373원

부룬디 무진다 팜오일 비누, 가축사료 생산공장

최정숙을기리는모임과 함께한 부룬디 최정숙여고 팜오일 공장 건립 사업
여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설립한 최정숙여자고등학교가 자립기반을 다지고 무진다 주민이 소득을 증대
하도록 팜오일 공장을 건립하고 설비시설과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팜오일 공장은 식품가공 특성화학교인 최정숙여고
학생들이 팜오일 정제기술을 체득하는 실습의 장일 뿐 아니라 창출되는 수익금의 배분 후 남은 금액이 모두 학교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참여자 최정숙여고 학생 231명, 교사 16명

협력단체 IPSDI-Burundi

사업지역 부반자 루가지면 무진다 마을

사업비 67,618,408원

2019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도 진행된 연속사업
몽골 농작물 저장창고 건축 사업
울란바토르의 여성농민 협동조합 나르쿠심의 겨울철 작물 저장 판매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물 저장창고 건축

2020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도 진행된 연속사업
2020재단과 함께한 네팔 타플레 구 마을 만들기 사업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 타플레 구 복구를 위한 4차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 소득 증대 사업 교육 및 마을발전센터 건축,
마하락시미학교 장학지원 진행

라오스 텅멍여성협동조합 유기농업 사업
텅멍 지역 유기농업 확산과 빈곤 가정 생계 개선을 위한 여성농부 협동조합의 활동 연대

미얀마 해고노동자 협동조합 설립 사업
코로나19로 부당 해고된 노동자 협동조합 설립 및 마스크 제작 판매 사업 진행

부룬디 카마카라 마을공동체 개발 양계 사업
마을 내 빈곤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양계 축사 건축과 시설 설비 구축, 주민 교육 진행

우간다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협동조합 사업
시장 여성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심포지엄 진행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라디오&TV 캠페인 추진

한살림과 함꼐한 인도 유기농업 교육센터 건축 사업
유기농업 활성화와 달리트 교육 장소 확보를 위한 유기농업 교육센터 건축

필리핀 젬마그린팜 사업
소외계층 올리바 마을 주민의 자급자족 식량 생산과 소득 창출을 위한 텃밭 조성 및 양돈 사업 추진
연속 사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2019년 연차보고서(희망나눔 53호)와 2020년 연차보고서(희망나눔 57호)를 봐주시기 바라며
한국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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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국제협력사업

참여자

30,000

명

1개국
1개 사업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완공된 보건소 건물에 들어가보는
무쿤구 주민들의 얼굴에는
이제 아픈 아이를 업고 몇 시간을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룬디 무쿤구 보건소 건립 사업

IPSDI-Burundi의 대표
모이세 씨

의료시설이 없어 고통받았던 무쿤구 주민들을 위
한 진료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
역과 함께한 저로서는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함께해주신 한국희망재단과 후원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무쿤구 보건소 건립 사업비는 2020년 12월에 지출되어 2021년 재정보고
지출 결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완공된 부룬디 무쿤구 보건소 전경

무쿤구 마을에는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건소
는 20km나 떨어져 있어 환자는 장거리 이동 중 상태가 더 심
각해지거나 사망했고, 주로 맨발로 길을 다니는 아동들은 자
주 상처를 입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3만여 명의 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무쿤구 보건소를 건축하고 의료기기와 의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외래병동, 행정동 겸 간호
사 기숙사, 화장실동이 있으며 태양광 판넬을 통한 전기와 식
수 공급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참여자 주민 30,000명

협력단체 IPSDI-Burundi

사업지역 부반자 주 무쿤구 마을

사업비 139,696,681원*

한국희망재단 2021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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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국제협력사업

참여자

201,983

식수난이 심각한 지역에 식수시설을 건립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마을 자립의 초석을 쌓습니다.

명

3개국
9개 사업

탄자니아 엔데베시 마을에 깨끗한 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주민은 피부병이나 설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라위 블랜타이어 식수위생 환경 개선 사업
식수난이 심각한 지역의 우물 5곳을 개보수하고 학교 5곳에 화장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깨끗한 물
을 오랫동안 이용하도록 공중보건위생 교육 및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학생 6,204명, 주민 13,422명

협력단체 YACODO

사업지역 블랜타이어 므왕가타 차준다 지역 5개 마을

사업비 7,563,152원

우간다 요셉학교 식수개발 사업
키데라 마을 주민의 약 79%가 늪이나 오염된 우물의 물을
사용합니다. 마을 주민과 요셉학교 학생을 위해 요셉학교에
태양광 식수시설*을 건립하고 개수대 2대, 수도꼭지 5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을 중심으로 식수관리위원회
를 구성하여 물을 깨끗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주민 10,000명

협력단체 DHF

사업지역 부옌데 지역 키데라 마을 요셉학교
사업비 28,855,829원
* 태양광 식수시설은 태양광 판넬을 통해 깊은 수원의 물을 끌어올려 식수를
공급하는 친환경 식수시설입니다.

우간다
글루 락코르시장 상인
발레리아 씨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후 마땅히 손
씻을 물이 없어 늘 불안했거든요. 저희에게 물을 선
물해주신 한국희망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식수관리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으로서, 이 물을 앞으로도 오
랫동안 잘 사용하도록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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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글루 락코르시장 식수개발 사업
글루 지역 락코르시장 상인들은 시장과 인근 마을에 수도시설이 없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과 마
을 주민이 깨끗한 물을 쉽게 이용하도록 태양광 식수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시설을 깨끗이 관리할 식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
고 보건위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시장 상인 1,000명, 인근 마을 주민 5,200명

협력단체 IST

사업지역 글루 락코르시장

사업비 29,480,845원

우간다 팔라벡 아나카 식수개발 사업
남수단 내전 피난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팔라벡 지역은 식수시설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 아나카 마을에 태양광
식수시설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식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물 사용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주민과 난민 25,000명

협력단체 TONDA

사업지역 람워구 팔라벡 지역 아나카 마을

사업비 52,873,108원

탄자니아 엔데베시 마을발전센터 식수 사업
왕복 10km를 걸어 물을 구해야 했던 엔데베시 주민이 깨끗한 식수를 안전하게 구하고 농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식량 안보
를 확보하도록 태양광 식수시설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주민 식수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식수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여자 주민과 지역활동가 1,004명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사업지역 킬리만자로 므왕가 구 엔데베시 마을

사업비 68,898,101원

탄자니아 엔데베시초등학교 식수 사업
엔데베시초등학교에 태양광 식수시설을 건립하고 개수대 3대, 수도꼭지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엔데베시 유치원과 초등학
교 학생들은 교내와 기숙사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히 성장할 것입니다.
참여자 아동 286명, 교사 11명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사업지역 킬리만자로 므왕가 구 엔데베시초등학교

사업비 73,959,293원

탄자니아 음부미 마쿠루 구 위생 및 식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빗물집수시스템 건립 사업
대표적인 물 기근 국가 탄자니아의 음부미 마쿠루 구에서 주민과 학생이 깨끗한 식수를 안전하게 얻고 이용하도록 학교 3곳
에 각각 빗물집수시스템을 건립했습니다. 더불어 개인위생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아동 3,265명, 주민 4,025명
차룰라초등학교

협력단체 IYO

사업지역 음부미 마쿠루 구 음부미초등학교, 음부미중등학교,

사업비 22,348,153원

마이다스 IT와 함께한 우간다 팔라벡 식수개발 사업
파탕가와 팔라벡 겜에 거주하는 내전 피난민과 주민을 위해 각 마을
에 태양광 식수시설을 건립하고 식수관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참여자 주민과 난민 122,556명

협력단체 TONDA

사업지역 람워구 팔라벡 지역 파탕가, 팔라벡 겜 마을
사업비 84,559,296원

2020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도 진행된 연속사업
마이다스IT와 함께한 우간다 날루수가 식수 사업
4시간 이상 걸어야 얻는 오염된 강물을 식수로 이용했
던 날루수가 지역 주민을 위한 태양광 식수시설 건립
연속 사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2020년 연차보고
서(희망나눔 57호)를 봐주시기 바라며 한국희망재단 홈페
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 2021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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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제협력사업
빈곤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합니다

참여자

14,337

명

13개국
21개 사업

어린 나이에 조혼을 강요받는 우간다 여자아이들.
우간다 요셉학교는 이들에게 결혼보다
넓고 다양한 길을 보이고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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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교육

미얀마 자라나는씨앗센터 특수교육 사업
코로나19와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장애 아동의 교육권은 더욱 큰 위
협을 받고 있고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가정들은 생계 유지가 매우 어
려워졌습니다. 비대면, 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지적/청각장애 아동 33
명이 학업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가정 120가구에 긴급식량
및 필요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참여자 장애 아동 33명, 학부모 35명, 취약계층 주민 496명
(취약계층 가정 124가구에서 추정한 수입니다.)
협력단체 성골롬반수녀회

사업지역 미얀마 카친 주 미찌나 지역

사업비 23,201,200원

미얀마 자라나는씨앗센터 아이들

방글라데시 빈곤 아동 기초교육 사업
9년째 함께한 소수민족 학교 성안토니학교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약 18개월의 휴교를 지나 9월에 드디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숙
사 학생 60명 중 30명이 돌아와 보충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운영
비 및 의약품과 위생물품 구입, 위생 인식개선이 이루어졌고 전교생
에게 영양간식을 배분했습니다.
참여자 아동 112명 (여아 47명, 남아 65명)
협력단체 Caritas Bangladesh
사업지역 다카 주 가지푸르 지역 시멀리아 마을
사업비 17,258,746원

교실에서 공부하는 방글라데시 성안토니학교 학생

저는 4살 레오나에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엄마와 언니와
살았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엄마와도 곧 헤어졌어요. 지금 저는 학교 기숙
사에 사는데요. 처음 기숙사에 왔을 때는 다 낯설고 무서워서 매일 울기만 하고
아무하고도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숙사에서 사는 게 재미있어요.
기숙사 선생님이 너무 좋거든요. 매일 목욕시켜주시고, 옷도 갈아입혀주시고,
밥도 먹여주세요. 이제 공부도 재밌게 해요! 이곳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방글라데시
성안토니학교
학생 레오나

한국희망재단 2021 연차보고서

16

필리핀 아동청소년 장학 사업
코로나19 이후 등교 대신 학습지 교육, 온라인 학습으로 교육환경이
변화되었지만 세부 시 장학생 33명 전원은 사업 15차년도인 2021년
역시 학업을 무사히 이어갔습니다. 중학생 15명과 고등학생 10명에
게 장학금과 학용품을 지원하고, 새로 입학한 대학생 2명에게 학습용
노트북, 대학생 8명 전원에게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자 청소년과 대학생 33명
협력단체 FTCP(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사업지역 필리핀 세부 시 카레타, 로레가, 파실, 수바 바랑가이

필리핀 세부 장학생들

사업비 22,335,896원

아시아 풀뿌리 활동가 및 인권운동가 연대 사업
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인도령 내 반인권적인 실태를 조사, 기록하는 잠무카슈미르 시민사회연합(JKCCS)과 태국 메솟 지역
미얀마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교육개발재단(FED)의 활동가들과 연대하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
했습니다.
참여자 활동가 30명

협력단체 저스피스

사업지역 인도 잠무카슈미르 / 태국 메솟

사업비 50,000,000원

말라위 물란제 지역 여성 기술 교육 사업
빈곤 여성은 매매혼과 조혼, 학업 단절 위기에 처합니다. 빈곤율이 높은 은톤야 마을의 취약계층 여성과 여아가 교육비와 생
계비를 창출하도록 봉제 및 니트 기술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고리대금을 이용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마을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참여자 여아와 여성 30명

협력단체 CHICOSUDO

사업지역 물란제 블랜타이어 은칸다 구 은톤야 마을

사업비 5,647,500원

봉제 기술 교육 후 직접 만든 옷을 보여주는 말라위 물란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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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람워구
조혼 및 10대 임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사업

국제협력사업 교육

코로나19 사태 후 세계 최장 휴교령을 실시한 우간다의 아동은 극심
한 교육 불평등과 학업 단절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여아의 경우, 조
혼과 10대 임신이 급증하였습니다. 람워구 여아와 여성이 학업을 계
속 이어가도록 재택 교육을 지원하고 성교육 및 조혼 예방 교육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여아, 학부모, 주민 5,120명
사업지역 람워구 마디오페이

협력단체 PHU

사업비 30,242,535원

라디오 교육을 진행하는 우간다 람워구 교사

탄자니아 엔데베시초등학교 기숙사 건립 사업
엔데베시초등학교가 2017년 건립된 이후 학교가 없어 교육받지 못하던 다른 마사이 동네의 아이들이 하나둘 엔데베시초등
학교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 반 이상을 걸어 등교하는 원거리 거주 학생을 위해 엔데베시초등학교 기숙사를 설
립, 2개의 기숙사동과 1개의 식사동을 건축했습니다.
참여자 학생 160명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사업지역 킬리만자로 므왕가 구 엔데베시초등학교

사업비 166,376,081원

탄자니아 엔데베시초등학교 교사실 태양광 판넬 설치 사업
엔데베시 마을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학교 운영과 수업 준비를 위해 엔데베시초등학교 교무실과 교사 집에
각각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참여자 학생 258명, 교사 10명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사업지역 킬리만자로 므왕가 구 엔데베시초등학교

사업비 908,856원

탄자니아 엔데베시초등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한국희망재단 2021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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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양주르흐 구 아이들과 선생님

㈜에르모어와 함께한 몽골 아동용품 후원
몽골 도시 빈민촌인 바양주르흐 구 19동은 빈곤율이 45%로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지원이 열악합니다. 이에 에르모어에서 기
탁한 유아의류와 완구, 문구류 등 아동용품을 취약계층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전달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판매하
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자 아동과 학부모 300명

협력단체 이뤠딩몽골

사업지역 울란바토르 시 체쯔 구역 바양주르흐 구 19동

사업비 27,212,348원

제주도교육청과 함께한 부룬디 최정숙여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
최정숙여자고등학교는 부룬디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이자 식품가공 전문 특성화학교입니다. 팜오일 정제설비 기자재와 시설
을 마련하여 팜오일 생산기술을 실습 교육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식품가공 지식과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터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학생, 교사, 주민 3,269명

협력단체 IPSDI-Burundi

사업지역 부반자 루가지면 무진다 마을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사업비 39,143,684원

최정숙을기리는모임과 함께한 부룬디 최정숙여고 1회 졸업 기념식
2018년 9월에 개교한 최정숙여자고등학교 1회 졸업생 5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3년 동안 수고한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학부모, 교직원, 지역정부 및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졸업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참여자 학생과 주민 200명

협력단체 IPSDI-Burundi

사업지역 부반자 루가지면 무진다 마을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사업비 1,097,716원

최정숙을기리는모임과 함께한 부룬디 빈곤 아동 장학 사업
코로나19 발생으로 빈곤 가정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자 학용품을 준비하지 못한 많은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부룬디 사업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카그웨마희망, 무쿤구최정숙, 카마카라희망초등학교 학생들이 빈곤으로 교육을 포기
하지 않도록 교복과 학용품을 제공했습니다.
참여자 아동 2,223명, 교사 18명

협력단체 IPSDI-Burundi

사업지역 카그웨마희망초등학교, 무쿤구최정숙초등학교, 카마카라희망초등학교

사업비 11,924,1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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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교육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한
부룬디 최정숙여고 성인지 교육 지원 사업
남성 우월적 사회 분위기와 성교육의 부재로 부룬디의 많은 여학생이
청소년 출산과 조혼, 학업 단절의 위험에 처합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최정숙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월 3회 성인지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성평등, 젠더 기반 폭력, 성생식 보건 및
재생산 건강 등에 관해 듣고 보고 토의하며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쌓
았습니다.
참여자 학생 231명

협력단체 IPSDI-Burundi

사업지역 부반자 루가지면 무진다 마을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사업비 3,935,673원
성인지 교육을 받는 부룬디 최정숙여고 학생들

2019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도 진행된 연속사업
바보의나눔과 함께한 우간다 키데라 여성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역량 개발을 위한 요셉교육센터 건축 사업
키데라 마을 여성과 여아의 생계기술, 교과, IT 교육을 위한 교육센터(학교) 건축

2020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도 진행된 연속사업
인도네시아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의 재범 예방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채소 재배 교육, 심리 상담, 인형 제작 직업훈련 진행

필리핀 아동청소년 장학 사업
세부 시 공동묘지나 슬럼가에 사는 빈민가 아동의 학업 단절 예방을 위한 14차년도 장학 사업 진행

필리핀 보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보홀 내 교육 서비스 질이 낮은 까낭깐 마을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과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저축 모임 추진

르완다 가사보 지역 10대 한부모 역량 강화 교육 사업
10대 한부모의 자존감 회복과 소득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심리 치유, 진로 교육, 약물중독 예방 보건 교육 진행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한 부룬디 최정숙여고 성인지 교육 및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최정숙여고 학생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전교생 성인지 교육과 교육자료 제공, 신입생 교복 지원

부룬디 최정숙여고 학교버스 운영
원거리 교사의 통근과 예체능, 각종 대회 등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위한 최정숙여자고등학교 버스 운영

짐바브웨 고퀘 말릴리메초등학교 건축 사업, 천하보험과 함께한 마드하무천하중학교 건축 사업
도보로 왕복 6시간을 걸어 등교했던 고퀘 지역 아동청소년의 학교 중퇴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건립
연속 사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2019년 연차보고서(희망나눔 53호)와 2020년 연차보고서(희망나눔 57호)를 봐주시기 바라며
한국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 2021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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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
2021년, 코로나19의 확산과 그 피해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주민은 방역물품의 부족, 의료 시스템의 낙후,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삶에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2021년 한국희망재단은 우리 사업지 주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키고자
5개 국가에서 10차례의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전개했습니다.

11,111
네팔

협력단체 Sod-Nepal

취약계층 주민에게 배급한 의료 및 방역물품의 수
산소포화도 측정기 40대, 비접촉 체온계 11개
산소농축기 10대, 마스크 10,500개, 손세정제 200개
페이스실드 200개, 개인보호장비 100개, 장갑 50박스

233
인도

인도

296

협력단체 DHF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웠던 우간다 조혼 예방 다목
적센터 여아들이 소득을 창출하도록 주문 제작한 위
생용품의 개수
손세정제 2,000개, 물비누 250개

5개국
10개 사업

7,205 / 10
협력단체 ERA

*희망나눔 60호 발간 이후 현지의 추가 보고로 긴급지원을 전달받은 참여자
수가 추가 집계되었습니다.

89
인도

협력단체 CSEI

코로나19로 부모를 잃은 고아를 직접 발굴하고 긴급
식량과 방역위생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함께한 청년
활동가의 수

2,700
필리핀

협력단체 MUAD-Negros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은 취약계층 90가구에 배급한
쌀의 무게(kg)

2,250
우간다

명

산소농축기 5대, 마스크 7,000개, 위생키트 200개,
장애 아동 교육키트 10개

협력단체 이뤠딩몽골

방역위생용품과 난방물품, 긴급식량 배급 또는 의료
지원을 받은 취약 가구 수 (3차에 걸쳐 진행)

15,240

취약계층 900가구에 배급한 의료 및 방역위생물품
의 개수와 학업 단절 위기 장애 아동 38명에게 전달
한 교육물품 키트의 개수

협력단체 HRDF

코로나19 봉쇄령으로 관리하지 못한 유기농 농장의
재건과 가축 사육을 위해 종잣돈 대출을 지원한 여성
농민의 수

몽골

/

참여자

6,917
우간다

협력단체 IST

이동제한령으로 시장에서 머무르며 일해야 했던 시장
상인에게 전달한 임시거주물품 및 위생물품 개수
손씻이용 물탱크 3개, 매트리스 156개, 담요 120개,
텐트 8개, 마스크 2,330개, 생리대 4,000개, 모기약 300개

* 긴급지원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시면, 희망나눔 60호 (2021-4)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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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긴급지원

미얀마
쿠데타
발생

사가잉

친

1차
4월 2일

2021년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한국희망재단은 총 8차에 걸쳐
미얀마 긴급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내

용 양곤 구 활동가 110명과
실직 가정 20가구 지원

지원금액 5,646,500원

마궤
카야

참여자

31,154

2차
4월 16일

명

1개국
8개 사업

양곤

내

용 양곤 구, 친 주, 카인 주
난민 2,640가구 지원

지원금액 50,000,000원

카인

3차
민주화운동 활동가 220명의 안전,

내

용 마궤 구, 양곤 구, 카야 주 활동가 50명,
난민 310가구, 실직 가정 400가구 지원

6월 2일

지원금액 55,760,500원

4차

내

실직 가정 420가구와 실직자 1,200명의 생계,
난민 3,426가구와 2,350명의 생존,
군부 피해 주민 12,000명의 치료를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8차에 걸쳐
총 2억

8월 31일
10월 6일

용 카야 주 활동가 40명,
난민 376가구 지원

지원금액 11,800,050원

5,303만 7,763원 을

5차

지원했습니다.

9월 10일
9월 23일

미얀마 카인 주 진료활동 모습

10월 8일

한 시민 *1천 7백여 명이 사망했고, 5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와 코로나19 환자가

용 마궤 구, 사가잉 주, 양곤 구 활동가 20명,
난민 2,000명, 실직자 1,200명 지원

지원금액 101,074,880원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사업비 반환 후 재송금 환차액 123,660원 발생

6차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무고

내

7차
12월 23일

내

용 카인 주 10개 마을 주민 12,000명을 위한
긴급 진료소 운영

지원금액 15,310,433원

내

용 카인 주 난민 350명 지원

지원금액 5,000,000원

속출하나 병원에도 갈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긴급구호와 찾아가는 진
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회
복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8차
12월 24일

내

용 카인 주 난민 100가구 지원

지원금액 8,321,740원

*출처 :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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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캠페인
지구촌 이웃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 많은 후원자분들이
홈페이지와 TV 광고, 신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걸 스탠즈 업 캠페인

식수 캠페인

가부장적 관습 아래 아프리카 여아는 여성할례, 학업 중단, 조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빈곤 지역에는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

혼을 강요받습니다. 어릴 적 받은 할례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

남고, 일찍이 학교를 그만둔 여성은 깊은 빈곤의 굴레에 빠집

며 마실 물조차 부족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았습

니다. 아프리카 여아의 자립과 밝은 미래를 위해 모인 2021년

니다. cpbc 방송국과 함께하는 식수 캠페인에 참여한 후원자

모금액은 르완다 10대 싱글맘과 우간다 여아를 위한 교육 사

48명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 덕에 2021년에도 많은 주민에게

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선물했습니다.

개인 2,068명, 기업/단체 3곳
모금액 15,942,300원

개인 44명, 기업/단체 4곳
모금액 147,947,420원

코로나19 긴급지원 캠페인

미얀마 긴급지원 캠페인

산소가 없어 치료받지 못했던 코로나19 환자, 정부의 방역지

2021년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많은 부상자와 사

침으로 발이 묶여 일자리를 잃은 가정, 인터넷이나 전자기기

망자,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숙소, 식

는 물론 학용품조차 없어 비대면 재택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

량, 방한물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해피빈 등을 통

동 등 지구촌 많은 이웃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홈페이지

해 많은 후원자가 힘을 모았고, 긴급지원 사업이 8차례에 걸쳐

와 해피빈, 언론 등 다양한 곳에서 긴급지원 캠페인을 펼쳐 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연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참여

개인 909명, 기업/단체 2곳,
사랑이피어나는곳에
모금액 136,777,979원

참여

참여

개인 1606명, 기업/단체 36곳
모금액 202,257,201원
참여

23

국제협력사업 별 지정후원 캠페인
지구촌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널리 알리고 많은 후원자가 기부에 동참하도록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별 지정후원 캠페인을
네이버 해피빈에서 펼쳤습니다.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약속해주세요!

우간다 전쟁피해 여성을 위한
양돈 사업에 함께해주세요!

우간다 10대 여아의 초혼과 임신을
막아주세요!

다시 학교를 포기하는 마사이 아이들

가장 간절한 119,
네팔 코로나19 긴급 의료지원

코로나19 속 학교를 떠나는
필리핀 도시빈민 아동

42일의 봉쇄령, 24시간 시장에 갇힌
우간다 상인들

인도 코로나 고아를 함께 지켜주세요!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인도 달리트
코로나19 긴급지원

아프리카 여성에게도 빵과 장미를

할례 칼이 난도한 소녀의 마음, 걸스업

소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Girl Stands Up

참여
모금액

미얀마, 빼앗긴 들에 봄이 오기를

개인 4,898명,
총 17,952건
28,632,100원

미얀마 군부의 총칼을 피해 땅굴로
숨은 난민들
한국희망재단 2021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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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업과 단체
2021년 한국희망재단과 나눔문화 확산에 함께한 기업과 단체를 소개합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공
기업 마이다스IT는 2012년부터 한국희망재단과 함께하
며 인도, 짐바브웨, 우간다 등지에 식수를 선물했습니다.
2021년에는 마이다스IT와 함께 식수난에 고통받는 우간다
팔라벡 지역 주민과 내전 피난민을 위해 태양광 식수시설
을 건립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의 많은 지부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후원, 저금통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희
망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미얀마 긴급지
원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구촌 희망나눔에 동참했습
니다.

사회적기업

㈜나눔과돌봄
2009년부터 한국희망재단과 함께해온 ㈜나눔과돌봄은 필
리핀 세부 장학생들의 오랜 후원 기업입니다. 2021년에도
필리핀 세부 장학생들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유용 밸브 제품을 자체 개발하고 수출하는 기업 ㈜제오
테크는 지구촌 나눔에 동참하는 희망나눔 일터 4호로서
2009년부터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
쳐왔습니다. 2021년에는 미얀마 진료소 및 의료인력 지원
에 함께했습니다.

㈜한국모니터링은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
터 전직원이 함께 한국희망재단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있습
니다. 2021년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외된 이웃을 위
한 지구촌 희망나눔에 동참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희망재단과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쳐온 천
하보험은 부룬디와 짐바브웨 등지에서 태양광 식수시설, 학
교, 마을 다목적센터 짓기에 함께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매일 왕복 8시간을 걸어 등교하던 짐바브웨 고퀘 청소년을
위한 마드하무천하중등학교 건립에 함께했습니다.

최정숙을기리는모임은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2018년에
는 부룬디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 최정숙여자고등학교를,
2019년에는 무쿤구최정숙초등학교를 설립하고 매년 부룬
디 빈곤 아동의 교육권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에는 최정숙여고의 발전과 무진다 주민들의 소득 창출, 부
룬디 빈곤 아동 학업 지원에 함께했습니다.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올해로 10년째 한국희
망재단의 지구촌 희망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에는 미얀마에서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
의 연대와 소득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에 함께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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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함께해온 한살림은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마하락시미학교 재건 사업을 시작으로 인도 달리트 유기농업 활
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한국희망재단과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한살림재단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
활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많은 지부 및 회원 단체가 지구촌 희망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살
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인도 불가촉천민 달리트를 위한 유기농업 교육센터 태양광 전력 공급 시스템 건립 성금을 후원하였고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차량 스티커와 티셔츠를 제작하여 직접 모금한 미얀마 긴급지원 성금을 후원했습니다.

2021년 함께한 기업과 단체
강남동일한의원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전국여성노동조합울산지부

카페더블린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전남외고FORA

푸른들영농조합법인

금상동성당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제이앤제이로지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김해여고

(사)최정숙을기리는모임

㈜그로

한살림경기동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효정치과의원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나눔과돌봄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세찬

상주가르멜수녀원

㈜남영실업공사

한살림경북서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

눈비산마을

세무법인송정텍스

㈜아침바다

한살림고양파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다사성당 주일학교

수곡초등학교

㈜에르모어

한살림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단양고등학교

숙인농장

㈜요셉농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대건농장

LA성아그네스성당(지안나)

㈜우리바다살림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구미카엘팀

오디세이학교

㈜자연이준식품

한살림성남용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상레이져

의림동성당

㈜제오테크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원빌딩

이마트24가락사랑점

㈜자연에찬(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한살림수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청해법영어

인천산곡초등학교

㈜한국모니터링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독신자모임

인천중앙교회

㈜한국지기

한살림전북생산자연합회

라움보자기

일산동성당

지산로지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라파엘메디빌

장성글라라수녀원

진량사제기도팀

합자회사고리

무위당사람들

(재)마이다스행복재단

천지인영농조합법인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무학여고30회졸업생친구

(재)바보의나눔

천하보험

현민테크

분당이매동성당

(재)한국여성재단

청강도예

효산농장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국여성노동조합

충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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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95.1%
후원금

수입 소계

2,438,325,936원

수입

후원금 수입 세부 내역 : 총 2,317,772,944원

3.8%
1.1%

공모사업 보조금 외

기타수입

세부

금액(원)

비율(%)

지정후원

965,296,750

41.6

정기후원

941,150,000

40.6

일시후원

381,914,846

16.5

물품후원

29,411,348

1.3

구분

항목

세부

수입

후원금

정기후원, 일시후원, 지정후원, 물품후원

공모사업 보조금 외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ODA YP 지원금

92,854,400

기타수입

생명의신비상 상금, 이자수익, 외환환산이익, 잡수입

27,698,592

소계
전기 이월금
총계

금액(원)
2,317,772,944

2,438,325,936
2021년 사업준비금

547,601,197

2,985,9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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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소계

81.6%

2,483,035,177원

해외사업비

지출

4.2%

해외사업비 지출 세부 내역 : 총 2,025,945,219원

6.7%

자산취득 및 기금조성

기획홍보사업비

4.8%

운영비

2.7%

후원사업활동비

세부

금액(원)

비율(%)

교육

593,239,062

29.3

지역개발

555,417,615

27.4

식수

368,537,777

18.2

미얀마 긴급지원

253,037,763

12.5

코로나19 긴급지원

140,607,472

6.9

국제연대비

115,105,530

5.7

구분

항목

세부

지출

해외사업비

교육 : 장학 사업, 기초교육, 직업훈련 등

593,239,062

지역개발 : 협동조합 설립, 소득 증대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555,417,615

식수 : 식수시설 설립 및 개보수 등

368,537,777

미얀마 긴급지원

253,037,763

코로나19 긴급지원

140,607,472

국제연대비 : 물품후원 배송비, 사업 모니터링비, 인건비 등

115,105,530

기획홍보사업비

모금 기획비, 기관 홍보 활동비 등

166,559,323

후원사업활동비

후원자 관리비, 소식지 제작비 등

67,744,273

운영비

IT, 감사,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18,538,662

자산취득 및 기금조성

희망기금, 생명의신비상 상금 기금화, 비품비 등

104,247,700

소계
차기 이월금
총계

금액(원)

2,483,035,177
2022년 사업준비금

502,891,956

2,985,927,133
한국희망재단 2021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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