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희망재단 해외지원사업 보고서 Annual Report

지역개발
소득증대

인도 달리트공동체 식수개발: 수혜 대상 5개 마을, 3,273명
타밀나두 주 치투(Chithur) 등 5개 달리트 마을에 우물과 식수탱크 설치
* 달리트: 카스트(신분)제도에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 천민
방글라데시 집짓기: 수혜 대상 20가구 88명
실렛 지역 여성가장을 비롯한 소외계층 대상으로 4평 규모 집 설치
캄보디아 유실수 지원: 수혜 대상 50가구 235명
캄퐁톰 주 장애인 가정에 소득창출이 가능한 과일묘목 3그루씩 지원

교육

인도 채석장 공부방: 수혜 대상 쿤드라투르 지역 2개소 73명
첸나이 시 남쪽 채석장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설치, 건강캠프 운영
방글라데시 빈곤아동 기초교육: 수혜 대상 16개 학교 1,312명
빈곤아동들을 위한 초등기초교육 서비스 제공, 학교 운영 지원
필리핀 빈곤청소년 교육지원: 수혜 대상 40명
학교에 못 가는 세부 시 빈곤청소년들에게 교육물품지원, 보충교육 실시

2012년 한 해도 지구촌 곳곳에
희망을
고맙습니다

나누어주셔서

인도 활동가 역량강화 교환교육: 수혜 대상 HRDF 활동가 2명
협력단체인 인도 HRDF 활동가 2명이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
해 2012년 9월 17~26일 한국을 방문해 한살림과 의료생협 등을 견학

차별극복
인권옹호

버마 양성평등 활동가 지원: 수혜 대상 2명
협력단체인 팅가하(Thingaha) 주최 양성평등 프로그램 참가 지원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가난하
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
용되었습니다. 2012년 아시아와 아프리카
의 8개국 14개 사업을 지원해 45,018명에
게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인도 식수개발사업

방글라데시 집짓기

한 해 동안 진행된 결산 내역
환경

긴급지원

몽골 조림사업: 수혜 대상 79명, 0.5 ha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 바양노르 솜에 황사 피해를 막는 방품림 조
성, 주민자립을 돕는 소득창출을 위한 유실수 식목, 농임업 교육 진행

수입

항목

단위: 원

회비후원금

319,273,864

코이카 공동사업 자원금

105,372,663

사업수입
인도 사이클론 테인 피해 복구: 수혜 대상 375가구 2,325명
협력단체 HRDF를 통해 칸치푸람 지역 5개 마을 375가구에 쌀 전달
필리핀 태풍 와시 피해 복구: 수혜 대상 1,600가구 7,680명
협력단체 Feed The Children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필품 전달

2 0 1 2 년

잡수입

4,036,424

전기이월 (2012 사업준비금)

259,825,120

계

714,663,071

지출

항목

짐바브웨 농촌 도서관 지원: 수혜 대상 28,500명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문맹률이 높아지고 있는 짐바브웨의 도서관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이 이뤄진 촐로초, 차카리지역의 마을주민들
은 자발적인 학습과 소득증대 스터디 조직을 구성하고 독서, 젠더, 환경 등 워
크숍과 캠페인을 통해 역량강화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모금홍보사업비

25,172,658

운영비

69,819,939

잡비

해외사업
구성비

893,219

차기이월 (2013 사업준비금)

251,441,674

계

714,663,071
구성

해외원조비

단위: 원
교육

212,553,527

지역개발, 소득증대

46,004,846

차별극복
환경

방글라데시 다카 교육지원: 수혜 대상 100명
다카지역 시멀리아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재단은 교육공간 마련을 위
해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와 성 안토니오 학교 건축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긴급지원
소계
국제협력비
계

방글라데시 빈곤아동 기초교육

짐바브웨 농촌 도서관 지원

단위: 원
367,335,581

해외사업비

신 규 사 업

탄자니아 여아기숙사 지원: 수혜 대상 36명
탄자니아 키세키바하 지역의 마사이 부족 여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2년 유치원 기숙사 건축과 교사 급여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26,155,000

인도 채석장 공부방 지원사업

6,642,600
20,000,000
3,484,500
288,685,473
78,650,108
367,335,581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