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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도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을 일구어주신
많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전세계 10개국에서 빈곤하
고 소외된 이웃들의 용기가 되고, 삶의 디딤돌이 되어 준 한국희망재단.
사업국가 현지 NGO와 협력하고, 주민 자립을 돕는 내실있는 활동들로
2015년에도 지구촌의 더 큰 희망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표로 보는 2014

10
지원국가

25
지원사업

15,600

16

수혜인원
협력단체

주민자립사업

인도 달리트 공동체 식수개발사업
인도 타밀나두 주 칸치푸람 지역 달리트 공동체 6곳에 우물과 식
수탱크를 건립하여 신분상의 차별로 식수난을 겪어야 했던 달리
트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식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우물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
며, 가정에서 쓰고 남은 물로 텃밭을 조성해 채소와 유실수를 재
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진행하며 자연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587가구 4,280명
협력단체 HRDF (Human Resource Developement Foundation)

주민자립사업

인도 달리트 여성가장 가축지원사업
인도 타밀나두 주 아룬다티야지역에서 빈곤한 달리트 여성가장들
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염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1-24세의
젊은 미망인과 소외된 여성들에게 염소 사육 방법, 부기와 기록관
리, 대출상환 계획 등을 교육하고 염소구입 자금을 대출했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염소가 낳은 새끼를 시장에다 팔아 소득을 창출하
고, 대출금 또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염소젖은 영양이
부족한 자녀들의 간식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60가구 60명
협력단체 WORD (Women’s Organization for Rural Development)

주민자립사업

인도 부족여성 식품가공기술 훈련사업
인도 타밀나두 주 살렘지역 예르카드의 빈곤하고 소외된 여성가
장들이 식품가공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해나가고 있습
니다. 과거 산림지에서 나무의 땔감을 줍거나 열매를 따서 판매해
오던 이들 여성들은 소득이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
니다. 부족 여성 50명은 3개월에 걸쳐 피클 및 과일 잼 생산기술
을 배우고, 생산품을 만들어 지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안
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자존감도 회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부족 여성 50명
협력단체 SCDP (Society Fo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주민자립사업

필리핀 나보타스 철거민 희망농장사업
빈민촌 강제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의 부랑자로 떠돌아야
했던 필리핀 나보타스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농
장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필리핀 팜팡가주 마갈랑에 위치한 농
장에 숙소동을 건축해 나보타스 철거민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
고, 입주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양계장은 철거민들의 일자리 창
출과 소득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 12가구 120명
협력단체 PCM (Pampagalak Catholic Mission)

주민자립사업

부룬디 내전 피해여성가장 소득창출을 위한 비누사업
부룬디 키비토케 주 부세세카라Ⅱ 마을의 전쟁피해 여성가장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비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내전으
로 인해 전체인구의 59.7%가 배우자를 잃었고, 54.3%의 아이
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빈곤, 영양실조, 식수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곤한 마을 여성가장들에게 천연
비누 제작 방법을 교육하고, 인근시장에서 비누판매를 진행해 일
자리와 소득을 창출해나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전쟁 피해 여성가장 및 자녀 600명
협력단체 IPSDI BURUNDI

주민자립사업

인도 달리트공동체 유기농 단지 조성 및 화재지역 재건
신분상의 차별과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달리트들의 경제적 자
립을 돕기 위해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주 칸치푸람지역 2개 달리트마을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단지 조성, 친환경 퇴비 생산, 판매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
니다. 이와 함께 상층 카스트의 만행으로 2014년 6월 화재피해를
입은 누룸발 마을 재건과 소득창출을 위해 주민들에게 소규모 창
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혜대상 달리트 주민 182명
협력단체 HRDF(Human Resource Development Foundation)

주민자립사업

인도 달리트 빈곤여성 유기농업사업
인도의 타밀나두 주 무시리 타룩지역 달리트 빈곤여성의 소득 창
출을 위해 유기농업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곳의 빈곤여성들
은 하루 수입이 1달러 미만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 개
간,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만드는 법, 유기농비료 제작 등 친환경
농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업사업을 통해 빈곤여성들이
소득창출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달리트 여성 50명(가족 포함 약 250명)
협력단체 ROSED (Rural organization for Social Education and Development)

교육사업

인도 빈곤여성 간호보조인력 양성교육사업
인도 타밀나두주 벨로르와 티루바나말라이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
여성들을 대상으로 간호보조원 자격 취업을 위한 국가시험 준비
교육과 실습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빈곤여성들은 가정 형
편이 어려워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해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
다. 간호보조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전문직업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기관 취업이 수월하게 이뤄져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수혜대상 정규교육과정을 중퇴한 빈곤여성 40명
협력단체 WFW (women for Women)

교육사업

방글라데시 쿨나권역 빈곤아동 기초교육사업
지역적 고립, 신분적 차별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했던 방글라데시
남부 쿨나권역 사키라 지역 5개 마을 빈곤아동에게 기초교육사업
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화된 16개 비정규초등학교 개보수, 교사인건비 및 학습자료
등 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중심교육법 등 수준 높은 수업으
로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수혜대상 1,280명
협력단체 Caritas Bangladesh

교육사업

방글라데시 다카권역 빈곤아동 기초교육사업
인도 다카권역 빈곤아동들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멀리
아 성 안토니오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해 위생교육을 진행하였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였
습니다. 또한 교구를 활용한 수업과 체육 및 오락 활동을 통해 아
동들의 학습성취도를 높였으며,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필
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100명
협력단체 Caritas Bangladesh

교육사업

필리핀 빈곤아동·청소년 학습 지원사업
필리핀 세부 시 카레타·로레가·파실·수바·에미타 바랑가이에 사는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학습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빈곤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에 필요한 학용품, 교복, 신발, 가방과 기
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학교 중퇴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은 아동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사회
복자사의 학생심리 상담과 교사 면담, 학교 보충교육 지도, 가족
유대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수혜대상 빈곤 학생 40명
협력단체 FTCP (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교육사업

필리핀 중퇴 청소년 대안교육사업
필리핀 세부시 파실 마을, 수바 마을, 에르미타 마을, 사왕 마을의
정규교육과정을 중퇴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이 곳 청소년들은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중퇴함에 따
라 성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훈련센터에서는 요리기술과 재봉기술을 교육하였고 저축모임, 시
장적응훈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정규 교과과정 중퇴 청소년 120명
협력단체 FTCP (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교육사업

캄보디아 농촌 유치원 지원사업
캄보디아 스와이리엥 지역에 위치한 티히언루, 티히언크롬 마을
에 유치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둔 이 마을의 아
동들은 보호자 없는 낮시간 집에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이 운영되면서 아이들은 낮시간 양질의 기초교육을 제공받고, 안
전한 쉼터에서 선생님들의 보호 하에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농촌유치원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되어 마을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305가구 3~5세자녀 75명
협력단체 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교육사업

인도 달리트 빈민촌 야간학교 건축사업
인도 첸나이 트리플리케인 스와탄트라 나가르 지역에 달리트와
슬럼가 빈민들을 위한 야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노후하고 붕괴
위험의 교실 때문에 늘 불안했던 아이들은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층에는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마련되
었고, 마을의 큰 행사들도 야간학교에서 개최되어 주민들의 큰 관
심과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500명
협력단체 JANODAYAM

교육사업

짐바브웨 타우스톡 중등학교 창문 보수사업
짐바브웨 차카리 지역에 위치한 타우스톡 중등학교는 과거 담배
저장고로 이용하던 건물을 교실로 활용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
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광과 환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벽돌건물에서 아이들은 임시
로 벽면에 구멍을 내어 창문 대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7개월간의 공사로 총 34개의 유리창이 학교에 설치되어 아이들
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수혜대상 120명
협력단체 ABDO (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교육사업

짐바브웨 모파니파크 초등학교 건축사업
짐바브웨 농촌지역인 차카리지역에 위치한 모파니파크초등학교
는 과거 농장노동자들의 좁은 숙소를 교실로 활용하고 있어 아이
들의 교육환경에 대단히 열악합니다. 교실 또한 부족해 저학년의
경우 헛간이나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14년 유치원반에서부터 7학년까지 총 8개 학급이 있는 모파니
파크 초등학교 교실과 교무실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학교우물 1
기는 이미 건립이 되어 공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587가구 4,280명
협력단체 HRDF (Human Resource Developement Foundation)

교육사업

ABDO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지원
사업국가 현지 협력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동가 교육비를 지
원하였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의 짐바브웨 협력단체인 ABDO의 코디네이터
Antony Sungisayi의 학위 이수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
다. 안토니는 지역 조직(community development)에 관한 지식
을 체득해 이후 짐바브웨 지역발전과 주민자립사업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수혜대상 ABDO 소속 활동가 1명
협력단체 ABDO (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교육사업

페루 정의의 하느님 성당 유치원 건립사업
페루의 산 후안 데 루리간초에 있는 정의의 하느님 유치원은 건물
이 노후해 붕괴위험에 처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
니다. 유치원이 철거된다면 이 지역 빈곤아동들은 기초교육의 기
회를 잃고 아동노동에 쉽게 노출되거나, 장애아동의 경우 맞벌이
부모가 없는 낮시간 홀로 방치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유
치원 재건축으로 지역의 빈곤아동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수혜대상 극빈층 아동 및 장애 아동 90명
협력단체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차별극복·인권옹호

버마젠더 전문가 양성 청년 인턴쉽
버마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나가는 젠더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
을 대상으로 인턴쉽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턴들은 여러 단체 및 커뮤니티에서 성 평등 교육을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젠더 전문가들은 다시 지역
으로 돌아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버마사회에서
성차별 문제를 극복해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수혜대상 3명
협력단체 Thingaha Gender Organization

차별극복·인권옹호

탄자니아 보건소 건축사업
아프리카 여성 할례를 근절하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주 새미지역 민얄라 마을에
보건소와 여성활동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보건소가
완공되면 주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이 제공되고, 센터를 통해 여성
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보건소 완공 후 지
방정부에서는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 민얄라마을 주민 1,700명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환경

아시아 청년활동가 양성 워크숍 지원
지난 7월 인도 케랄라 주에서 열린 아시아청년아카데미와 실천
신학포럼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12개 국가의 대학
생, NGO활동가, 교사, 인권 변호사 등 50명은 인간 발전과 생태
계 지속성의 문제를 아시아 농민의 빈곤이란 주제로 논의하였습
니다. 또한 인도 농촌지역에서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
니다. 이번 포럼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을 발전시켜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수혜대상 10명
협력단체 우리신학연구소

긴급지원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인권 개선활동 지원
캄보디아 프놈펜의 의류봉제업체는 여성노동자가 주를 이룹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서 받는 월 80달러는 이들 노동자들이 최
소한의 생계를 꾸리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014년 1월 파업에 돌입했고, 군인과 경찰의 무
력진압으로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의 긴급 모금으로 캄보디아 여성노
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23명의 병원비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수혜대상 23명
협력단체 Cambodia NGO Network

긴급지원

필리핀 중부 태풍 및 지진피해지역 학교 재건사업
2014년 11월 8일 초강력 태풍 하이옌의 피해로 폐허 더미로 변
한 세부 북부지역 이재민에게 긴급 구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민 1200명에게 긴급식량인 캄보라도와 생필품을 제공하였
습니다. 뚜비곤, 우보한, 코렐라, 카납나판 마을 초등학교의 파손
된 교실 3개를 신축하고 6개를 보수해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
공하고, 영양식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비사야스 지역의 7개 주
주민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혜대상 5,400명
협력단체 FTCP (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긴급지원

인도 달리트마을 화재 피해 긴급 지원
인도 칸치푸람주 치타무르구역, 누굼발 마을에 2014년 6월 상층
카스트들의 방화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22개 가구가 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피해를 입
은 달리트주민에게 긴급구호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쌀, 야채, 요리기구, 식기구, 의류 등 생필품 지원을 통해 필요한
영양 공급과 위생상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정 자녀의
학업지속을 위해 교재와 교복을 지급하였습니다.
수혜대상 피해지역 22개 달리트 가구 110명
협력단체 HRD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undation)

해피브릿지 조합원 연수

국제교류

국내 외식업체인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연수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필리핀 나보타스 빈민촌 체험과 현재 공사 중인 팜팡
가 양계장을 방문해 건축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3차례 진행된 연수프로그램에서 조합원들은 삶을 재충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빈민촌 체험을 통해 지
구촌 빈곤문제에 대해 몸으로 느끼고 양계장 건축사업을 통해 빈
민 자립을 돕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수혜대상 해피브릿지 조합원 19명
협력단체 PCM (Pampagalak Catholic Mission)

2014년 재정보고서

수입 현황

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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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항목

2014년

회비, 후원금

679,343,685

해외사업비

682,344,313

코이카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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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홍보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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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입

44,130,000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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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6,576,090

기타

이월금
소계

285,987,269
1,040,493,704

498,462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246,552,460

소계

1,040,493,704

단위: 원

단위: 원

2014 해외사업비 현황

2%
환경 2%

차별극복

항목

2014년

소득증대, 자립사업

307,429,077

교육

216,648,245

차별극복, 인권옹호

13,833,942

지속가능한 환경

10,000,000

긴급지원

51,477,606

국제협력비

82,955,443

소계

682,344,313
단위: 원

긴급
지원
9%
소득증대
자립사업

51%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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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있어 따뜻한 세상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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