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망재단 2016 Annual Report

나눔이 있어 따뜻한 세상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한국희망재단
2016년 연차보고서
발행인

최기식

방행일

2017. 03

발행처

한국희망재단

주소

04017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23 SL파크 401호

홈페이지

www.hope365.org

대표메일

khf2006@hanmail.net

전화

02-365-4673

팩스

02-796-4673

나눔이 있어 따뜻한 세상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4

2016 연차보고

연차보고

5

우린 서로에게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의 2016년은 뜨거웠습니다. 지난 한 해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21,518명의 주민들과 소중한 희망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사는 곳도 다르고 지원 사업도 달랐지만, 배움을 기다리는 설레임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 자립의지를 펼쳐냈던 주민들의 소중한 열정은 모두 같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눌 수 있어 행복했던 2016년,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뜨거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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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캄보디아

카루라마 농업지원사업

농촌지역 신협사업

카루라마 염소농장사업

청년 협동조합 준비사업

카루라마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캄보디아 훈샌학교 운동장조성

짐바브웨
모파니파크학교 장학사업

탄자니아
마사이마을 초등학교 건축

인도

몽골
농기계 지원사업

미얀마
사립학교 교사 젠더 강화 교육

필리핀

달리트 공동체 식수개발사업

해피팜 돼지농장사업

여성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빈곤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달리트 여성 양계지원사업
뉴델리 소외아동 교육센터사업
둠바학교 기숙사·강당 건축사업

네팔
마하락시마학교 재건축

방글라데시
성안토니학교 지원사업

교류프로그램
해피브릿지 해피버드사업

전 세계 10개국에서

2016년
21,518명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교육 및 자립사업을 통해

Mongolia

Bangladesh

Tanzania

Myanmar

Nepal
Cambodia
India

Burundi
Zimbabw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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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희망재단 중점사업 국가_부룬디

전쟁 상처 딛고 자립을 꿈꾸는 마을
BURUNDI

부룬디는 어떤 나라일까요?
부룬디는 과거 독일과 벨기에의 식민지를 겪었고, 1962년 독립
후 1972년부터 1993년까지 Hutsi(후치족), Hutu(후투족) 간의 종
족분쟁으로 내전이 발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만명의 무고한
시민이 학살당했고, 120만명이 난민이 되어 인근 국가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이후 2005년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뒤이
은 정치가들의 부정부패, 과도한 군비재정, 허약한 사회기반으로
발전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전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부룬디의 전체 문맹률은 60%에 육박하고, 국민 중 80%가 절대빈
곤을 겪고 있습니다.

연차보고

사업지가 위치한 Karurama 마을, Kagwema 마을 상황
카루라마(Karurama) 마을은 내전 기간 인근 국가로 떠났던 난민
들이 종전 후 정착한 마을이며 주민수는 200가구 1,88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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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그웨마(Kagwema) 마을은 부룬디 정부로부터 강제 이주를 당
한 주민들이 모인 마을이고 주민수는 5,385명입니다.
두 마을 모두 고아, 여성가장,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고 아
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습니다. 물을 긷기 위해 인근
강까지 왕복 4시간이상 소요되는데다 우기에는 흙탕물 때문에 주
민들이 수인성질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와 식량난
해결의 대안이 없어 주민들은 큰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희망재단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
주민들의 영양결핍과 위생환경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에 2014년
재단에서는 카루라마마을부터 비누사업, 식수사업, 가구별 텃밭
사업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뒤이어 주민들이 마을을 기반으로
서로 협동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
습니다. 3년간 카루라마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책임의식과
사업 시작 전 카루라마 마을 아동과 여성가장들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사업은 인근 카그
웨마마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현재까지 추진된 부룬디 2개 마을 협력사업

비누사업

카루라마 마을
카그웨마 마을
식수사업
식수사업

학교건축

집앞텃밭사업
다목적센터

공동농업단지

염소농장

Designed by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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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카루라마 마을

2016 사업 성과

카루라마마을 희망협동조합 발족
카루라마마을은 2014년부터 이어진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립의지와 협동
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향후 마을운영과 주민자립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해 나가기 위해 2016년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조합원으로 참여
하는 카루라마마을 희망협동조합(KARURAMA COMMUNITY HOPE
COOPERATIVE)을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희망재단에서 지원한 모든 자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 주민
2016년 협동조합 설립

의 공동소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
자리를 얻게 되었고, 사업의 결실과 소득도 협동조합을 통해 공평하게 나
누고 있습니다.

염소농장과 농업단지 조성, 다목적센터 건축 중
2016년 상반기 15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염소사육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전문가와 협력해 염소 축사를 건축하고 77마리의 염소를 구
주민들이 함께 관리하는 카루라마마을 염소농장

입하였습니다. 현재 150명의 주민들이 총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3개 그룹은 염소 관리, 1개 그룹은 축사 관리, 1개 그룹은
염소 보안 관리를 맡았습니다. 염소는 건강하게 성장해 지난 1월에 20마리
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2016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2.5 헥타르의 토지를 구매하여 콩, 밀, 고구
마 등 식량이 되는 구황작물 위주로 심었고, 지난 10월 첫 수확을 거두었
습니다. 주민들은 농업활동과 자발적 농업모임을 진행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수확의 결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활동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생산품 판매, 물물교환, 기술교

식량난 해결을 위한 카루라마마을 공동농업단지

육, 문해교육, 마을회의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6년 연말부터 다목적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2016년 카그웨마 마을

초등학교 건축 중
수확한 식량을 가구 별로 배분

수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카그웨마 마을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현
재 우물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동봉사를 진행하며 사업에 동
참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물이 완공되면 5,385명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얻게 됩니다.
카그웨마 마을 주민의 30%를 차지하는 아동 1,375명은 인근에 초등학교
가 없어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아동들의 기초교육과 역량개발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초등학교 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동봉
사를 통해 사업에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건축 중인 카그웨마마을 초등학교

NTIGIRINZIGO Moise 단체 대표

한국희망재단과 2014년부터 진행된 사

최근 몇년 간 카루라마마을 주민 개개인

카루라마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데

업으로 마을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의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의 지점은 무엇인가요?

식량부족과 영양결핍을 겪던 주민들

카루라마 마을에서 공동체 개발사업이 지

부룬디는 끔찍한 내전을 오랫동안 겪었

이 3년 동안 추진된 가든백(household

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사람들의 건강이 개

던 나라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깊이 좌절

gardening)사업으로 재배 기술이 향상되

선되었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삶의 희

해 있었고, 사회적 취약함을 극복할 어떠

고 채소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대안도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 중 75%의 주민들이 집 앞 공

과거 주민들은 일거리가 없어 집에 종일

마을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많은 것을

터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를 소비하고 있

머무르거나, 구걸을 하러 읍내로 나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

습니다. 희망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마을

것이 대부분이어서 큰 우울과 좌절을 겪

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

공동 농지에서 주민들은 자발적인 농업모

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개발이 시작되면

다는 것입니다.

임을 만들어 토지 개간, 종자 파종, 관개

서 주민들은 비누제작, 농업활동, 염소관

주민들은 함께 논의하고, 단합하며 마을

시설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리 등 다양한 일거리를 갖게 되었고, 식량

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에는 식량이 될만한 구황작물들을 수확하

과 소득이 생기면서 물건 구매력도 향상

만나면 마을사업을 함께 걱정하고, 발전

여 향후 마을의 식량사정은 개선될 것으

되어 주민들의 생활조건도 점차 개선되고

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마을에 활기가

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돌고, 주민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주민이 말하는 변화의 이야기

"나와 마을을 함께 발전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INANI JIMY이고, 나

고, 그 돈으로 쓰러져 가는 집에 문과 창

이는 48세입니다.

문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4년 부룬디 내전을 피해 난민으

2015년에는 식수가 설치되었는데, 6개

로 정착했던 콩고로부터 추방을 당해 지

월 공사 기간 건축업자들을 보조하는 데

금의 카루라마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함께 결합하게 되어 부룬디 화폐로 하루

정착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거리가

4백만 프랑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몇 마일을 걸

화로 약 2,800원). 이 돈을 모아 저는 6학

다. 주민 모두가 비슷할거에요. 이런 행복

어 일용직 일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모두

년인 제 딸의 학비를 낼 수 있었고, 가족

한 경험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헛수고였습니다.

들을 위해 자전거도 살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

하지만, 2014년 저희 마을에 새로운 프

2016년에 시작된 희망협동조합이 설립

전을 이뤄나가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어

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제 가족들에게 기적

되면서 저도 그 협동조합에 가입해 일을

요. 주민 모두가 평화롭게 협력해서 말이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농업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커나가는 염소

죠. 저희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

함께 참여하면서 처음 소득을 얻게 되었

를 보면 저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이 납니

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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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이 개선되고
자립 의욕과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희망재단의 부룬디 현지
협력단체인 IPSDI BURUNDI
는 빈곤계층의 지속적인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설
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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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Zimbabwe

짐바브웨 모파니파크초등학교 장학사업
짐바브웨는 지난 몇 십 년간 부정부패와 금융위기, 사회정치적인 갈등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5세~49세 HIV/
AIDS 발병률이 14.9%에 육박하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
였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이 추진한 장학사업의 대상자들은 학업의욕이 높지만 어려
운 가정형편으로 학교에서 중퇴 위기에 놓였던 학생들입니다. 대다수 고
아이거나 편부모,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입니다. 장학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연간 학비, 교육, 구두가 일괄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학비는
연간 총 $45인데 한국희망재단에서 $30을 지원하면, 부모님이 $15을 부
담하는 것으로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학생들이 안
정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대상 ｜모파니파크 초등학교 재학생 70명
사업지역 ｜짐바브웨 차카리
협력단체 ｜ABDO (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탄자니아
Tanzania

탄자니아 마사이공동체 초등학교 건축
마사이족은 최근 기후변화와 가뭄으로 유목생활이 어려워지자 점차 정
착하는 추세로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aa'라는 전통
부족 언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자니아 공용어인 스와힐리어(Swahili
language)를 익히지 못해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성인은 구직․ 및 소득 활동,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동들은 인근
초등학교가 없어 기초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문맹률
이 지속된다면 주민들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15년 우물사업에 이어 2016년 초등학교 건축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
다. 초등학교 건축 사업에 앞서 마사이족 주민들은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방향과 주민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동봉사를 통해 건축사업에 함께 협력해나
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학교건축허가를 획득했고, 기초공사와 외벽공사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중 완공 예정인 학교는 6개 교실, 도서실, 교무
실, 교사 기숙사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수혜대상 ｜1,500명
사업지역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주, 므왕가 구역, 엔데베시 마을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인도에는 카스트계급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트(Dalit, 불가촉천민)
라고 합니다. 달리트들은 많은 사회적 차별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이 마을 공동우물 사용 제한입니다.
신분적인 제약으로 오염된 물을 먹고 수인성질병을 앓는 달리트들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4개 달리트마을에 식수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물은 120미터 깊이로 굴착되어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식수관리위원회를 꾸려 수질 검사, 우물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
니다. 한번 쓴 생활용수를 활용하여 가구별로 텃밭사업 또한 진행할 것입
니다. 현재 어린이 환경교실이 매일 오후 열리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4개 달리트공동체 3,262명
사업지역 ｜인도 타밀나두 주(州) 칸치푸람 지역
협력단체 ｜HRD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달리트여성농민 유기농업사업
HRDF와 달리트들의 오랜 토지반환운동의 성과로 정부로부터 받은 농토
위에 유기농업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페리야칼라카디마
을 2·4번 그룹, 템마파캄마을 공동토지에 관개시설을 설치하고, 유기농업
교육과 함께 유기농 살충제와 비료, 씨앗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마을 별로 15에이커의 농토에 수박, 칠리, 토마토, 여주, 시금치 등
다양한 채소를 심어 시장에 판매해 수확시기마다 $15~20의 이익금을 창
출해 생활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채소는 가족들의 건
강한 먹거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여성농민 110명
사업지역 ｜인도 타밀나두 주(州) 칸치푸람 지역 2개 마을
협력단체 ｜HRD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인도 달리트 여성 양계업 지원 사업
생활고를 겪고 있는 달리트 여성가장 62명에게 양계대출사업을 실시했습
니다. 양계사육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20마리의 병아리를 성계로 건강하
게 사육했고 계란과 성계를 재판매해 작년 8월 대출금 10,850루피를 6개
월만에 모두 상환했습니다. 올해는 57명의 여성들이 대출사업의 수혜자
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섯마을의 빈곤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
는 여성연합(Amudha Surabi)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수혜대상 ｜여성가장 119명
사업지역 ｜인도 타밀나두 주(州) 남마칼 지역 5개 마을
협력단체 ｜WORD(Women's Organization for Rural Development)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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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ndia

인도 뉴델리 교육센터 지원사업
델리 주 전체 아동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달리트와 12%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 종교인 무슬림 아이들은 낮은 사회적 계급과 종교차이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많은 소외를 겪어 왔습니다.
2016년 2개마을에서 소외아동들을 위한 교육자원센터 Education
Resource Centres (ERC)와 청소년 기술 센터Youth Tech Hubs(YTH)를
운영하였습니다. 6세~15세까지의 아이들은 ERC에서 오전 11시, 오후 2
시 두개의 반으로 나누어 3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힌디어,
영어, 수학, 사회공부, 과학공부, 게임과 춤, 미술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방
과 후 센터를 이용하고 나서부터 학생들은 학업의욕과 성취도가 매우 높
아졌습니다.
청소년 기술센터에서는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
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식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카
스트의 신분 차이로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혜대상 ｜달리트와 무슬림 아동․ 청소년 120명
사업지역 ｜인도 뉴델리 슬럼가 2개 마을
협력단체 ｜CSEI(Center For Social Equity And Inclusion)

인도 둠바학교 기숙사 및 강당 건축
인도 북부에 위치한 둠바학교의 기숙사는 대나무로 지어져 있어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고 학생들이 뱀, 도둑, 장마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
습니다. 최근 인도 교육부 행정지침이 학교 기숙사 건물을 콘크리트로 교
체하고, 낙상우려가 있는 2층 침대 사용을 금지시킴에 따라 기숙사 재건축
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는 2016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작년 인도 화폐개혁과 사회적 혼
란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기숙사 공사로 현재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숙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
다. 이와 함께 연중 5개월간의 우기 동안 외부활동이 중단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강당 건축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기숙사와
강당공사는 작년 건물 지반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혜대상 ｜둠바학교 학생 500명
사업지역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둠바 모쌍
협력단체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2015년 4월 25일, 네팔을 강타한 규모 7.9의 강진으로 수도인 카트만두

Nepal

를 비롯해 한국희망재단 사업지가 있는 고르카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고르카지역 타플레 구에서 유일하게 초중고등학교가 운영되는
마하락시미학교가 지진피해를 입게 되면서, 마을 아이들은 기초교육에 이
어 상급과정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학교 건축공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지진 이후 건설
자재 부족과 유류가격 인상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마을주민들의 헌신
적인 노력덕분에 작년 8월 30일 학교 완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축 교실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물 지반공사에 많은 공을 들인데다 16
개 교실, 화장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학생들의 역
량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축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지진 이후 크게 절망했던 주민들은 삶을 복구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의 자립의지가 높아지
면서 공동체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학교 재학생 635명
사업지역 ｜고르카 타플레 구
협력단체 ｜SoD Nepal(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방글라데시 성안토니학교 지원
방글라데시 다카 시멀리아마을은 토착민들이 사는 빈곤한 지역이어서 세
대에 걸친 문맹과 빈곤, 영양결핍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고립된 시멀리아마을에서 유일하게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안토니학교입니다. 학교는 유치원, 초등교육 1~3학년까지 운영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5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학생들을 위한 교복, 영양식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벵골
어(방글라데시 공용어)와 산수, 역사, 사회 등 기초교육을 배우고 있고, 학
업의욕이 높은 아이들은 3학년 후 인근학교로 편입해 상급과정을 이어가
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명의 학생이 상급학교로 편입하였습니다. 성안
토니학교는 지역의 문맹률을 낮추고, 학생들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기
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학교 64명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다카 권역 시멀리아 마을
협력단체 ｜Caritas Bangladesh

방글라데시
Bangladesh

연차보고

네팔

17

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재건축사업

18

2016 연차보고

캄보디아
Cambodia

캄보디아 지역주민 신용협동조합(신협) 사업
한국희망재단에서는 캄보디아 농촌지역의 농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2015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신협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에 든든한 지지기
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470명의 저축인과 170명의
대출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현재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자돈과 급전이 필요한 주민들은 담보가 없어도 낮은 이율로 신협에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협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예금이율 추가 지원, 지역 도로 보수 지원 등 지역공헌사업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640명
사업지역 ｜캄보디아 스바이리엥 주 스바이리엥과 바난지역 바탐방
협력단체 ｜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캄보디아 협동조합 사업
캄보디아 농촌은 노령화와 노동력부족, 빈곤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근국
가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값싼 수입농산물은 농부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수입농산물에 함유된 화학약품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초활동을 진행했습니
다. 2016년에는 수입농산물에 맞서 질 좋은 지역농산물의 생산을 촉진시
키고,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돕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7명의 초기 멤버를 구성하였
고, 10월 마을 전시회 참가, 현재 커뮤니티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50여명
사업지역 ｜캄보디아, 바난지역, 바탐방
협력단체 ｜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훈샌중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2015년 훈센중고등학교 증축사업에 이어 2016년 운동장 조성사업을 연
이어 진행하였습니다. 새 운동장 덕분에 학생들은 더 개선된 교육환경에
서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대상 ｜1,670명
사업지역 ｜캄보디아, 바난지역, 바탐방
협력단체 ｜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몽골은 현재 기후 변화와 사막화로 많은 주민들이 농업을 포기한 채 도시
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지역에 식량과 야채에 대한 수요가

Mongolia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값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농부들의 생업을 포기하기 만들고, 몽골의 식량자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약품이 다량 함유된 수입농산물은 국민
들의 건강마저 위협합니다.
몽골의 사막화에 맞서 유기농업을 통해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려는 협동조
합인 NAR KHUR SHIM Union 농민들의 농업생산량 향상을 위해 감자수
확기, 트랙터, 회장자쟁기, 모토블락 등의 농기계 및 부품 내역을 지원하였
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3헥타르의 땅을 개간해 공동으로 농사지으며 양배
추, 감자, 노란당근, 비트, 양파, 흰당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기계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은 농업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농기계는 13~14개 코루 전체 농민들에게 대여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 ｜농업에 종사하는 200가구
사업지역 ｜몽골 울란바토르 시 항올 구, 13~14번째 코루
협력단체 ｜MONES (Mongolian Women’s Fund)

사립학교 교사 대상 젠더 역량강화 교육사업
미얀마 여성들은 가정생활, 결혼에서부터 고용 기회까지 많은 제약과 불
평등이 있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인식 제고
를 위한 젠더 교육이 필요하였습니다. 미얀마의 협력단체인 TGO는 2009
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교육을 실시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청
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5년의 성과를 이어 2016년부터는 사
립학교 교사들을 위한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학교 교사 네트워크 및 교사 모임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2명의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젠더와 여성 권리 교육, 조
정 회의, 젠더 워크샵, 그리고 후속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세계인권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성평등, 여성 권리와 인권,
가부장제, 여성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젠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
며, 미얀마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수혜대상 ｜130명
사업지역 ｜미얀마, 양곤 시, 사가잉 시, 라시오 시
협력단체 ｜Thingaha Gender Organization

미얀마
Myanmar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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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Philippines

필리핀 빈곤아동․ 청소년 학습지원사업
필리핀 가난한 슬럼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교통비, 교복, 학용품, 식비
등 기초교육 경비가 없어 학교를 중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희망재
단은 지난 2007년부터 기초교육 물품 지원,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필리핀 세부 빈민촌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인사정으로 장학사업을 포기한 2명을 제외하고, 2016년 28명
의 여학생과 10명의 남학생이 교육지원을 받았습니다. 학습의욕이 높은
장학생 38명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국희망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아이들에게 기초교육 물품을 제공하였고, 가정방문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FTCP 주최로 11월 어린이
달 행사, 성탄행사를 개최해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38명
사업지역 ｜필리핀 세부 시 카레타, 파실
협력단체 ｜FTCP (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Inc.)

해피팜 돼지농장 사업
필리핀 나보타스 시는 1970년대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도시(마닐라 등)로
몰려든 지방민들이 도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 형성한 필리핀
최대 도시빈민 집단 거주지입니다. 한국희망재단에서는 2013년부터 나
보타스 빈민촌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협동농장 사
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계사업에 이어 2016년에는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산돼지 사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2,500평 넓이의 양돈장 부지에 300여 미터
길이의 울타리 공사, 우천시 돼지들이 머물 수 있는 10여평 규모의 양돈사
공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2마리의 암수 성돈과 10마리의 암컷 새끼
돼지, 2마리의 수컷 새끼돼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
월에 성돈이 6마리의 새끼를 출산하였습니다.
수혜대상 ｜60명
사업지역 ｜필리핀 나보타스 시 팜팡가 지역
협력단체 ｜PCM(Pampagalak Catholic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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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브릿지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해피버드사업이 2016년에도 진행되었
습니다. 참가자들은 필리핀 나보타스 지역의 빈민촌 홈스테이, 팜팡가 지
역의 해피팜 농장에서 양돈사업 일손 돕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
들은 봉사활동과 소외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나눔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에 대해 몸으로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쉼프로그램을
통해 바쁘게 살아 온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가대상 ｜12명의 조합원
사업지역 ｜필리핀, 나보타스 시, 팜팡가 지역
협력단체 ｜PCM(Pampagalak Catholic Mission)

2016 재정보고
2016 수입 현황
항목

2016 지출 현황
2016년

항목

2016년

회비, 후원금

849,088,939

해외사업비

933,308,416

공모사업 보조금 외

92,846,964

모금, 홍보사업비

67,431,890

국제연대 수입

24,337,177

운영비

65,082,462

기타수입
이월금
소계

7,399,608
381,578,589
1,355,251,277

기타
2017년 사업준비금
소계

단위: 원

709,522
288,718,987
1,355,251,277
단위: 원

해외사업비 현황
항목

2016년

지역개발·소득증대사업

353,572,796

교육사업

459,652,214

차별극복·인권옹호

13,187,044

국제연대 및 교류비

26,233,518

국제협력비

80,662,844

소계

933,308,416

연차보고

국제교류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조합원 연수 '해피버드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 37.9%
353,572,796원

국제협력비 8.6%
80,662,844원

국제연대교류비

교육사업 49.3%

2.8%

26,233,518원

459,652,214원
차별극복 인권옹호

13,187,044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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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기후원자
ㄱ

ㄴ·ㄷ·ㄹ·ㅁ

강경숙 강경희 강대선 강대순 강명숙 강명신 강명혜 강반석
강봉남 강봉일 강석진 강성길 강성표 강수진 강숙희 강순갑
강순실 강순희 강승한 강연순 강영숙 강영옥 강영자 강영희
강옥남 강옥수 강옥수 강옥희 강용태 강인자 강장희 강주희
강진아 강태현 강판종 강하복 강혜진 고경민 고나경 고명균
고미경(레아) 고연섭 고정섭 고준호 고진숙 고창녕 고춘성
고현숙 공성미 곽근석 곽로렌스곽정완 곽태봉 곽현숙 곽혜숙
구본용(베드로) 구성웅 구옥선 구웅회 구자복 구충모 권귀혁
권남희 권달오 권도희 권명순 권미영 권미희 권민준 권상욱
권수자 권순갑 권순영 권승자 권영순 권영자 권영태 권오경
권오경 권오선 권오순 권용석 권용전 권정숙(사비나) 권혁미
권지원(로사) 권혁부 권혁철 권혜연 권혜지(안젤라) 길경남
길금선 김가영 김경덕 김경섭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아
김경애 김경애 김경언 김경옥 김경자 김경태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수 김교관 김귀남 김귀영 김규자 김근자 김금분
김금순 김금순 김금자(잼마) 김금재(아나스타시아) 김기갑
김기덕 김기숙 김기숙 김기연 김기옥 김기용 김기홍 김길수
김길순 김길원 김나연 김나연 김남열 김남용 김남진 김남희
김남희 김다송 김다정 김대성 김대용 김도현 김도현 김도형
김동각 김동건 김동국 김동석 김동숙 김동숙(에스텔) 김동애
김동옥 김동원 김동주 김동춘 김동표 김동화 김두현 김말숙
김명배 김명숙 김명선(로사) 김명순 김명순 김명옥 김명임
김명진 김명환 김무용 김문숙 김문행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선 김미선 김미숙 김미숙 김미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진 김민경 김민정 김백한 김범수 김병남 김병철,김은진
김보규 김봉학 김상중 김상수 김상수 김상임 김상현 김상현
김서영 김 석 김석주 김선미 김선미 김선애 김선영 김선욱
김선웅 김성길 김성미 김성열 김성윤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성희 김세림 김소혜 김송례 김수기 김수연 김수의 김수정
김수현 김숙양 김숙자 김순덕 김순래 김순자 김순호 김순희
김시해 김신자 김암전 김애경 김애란 김양숙 김연각 김연숙
김연옥 김연주 김연초 김연화 김연화 김영경 김영권 김영기
김영대 김영란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범 김영석 김영섭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순 김영식 김영애
김영애 김영연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준 김영철 김영춘 김영호 김영희 김영희 김예나 김예숙
김오영 김옥경 김완선 김왕진 김용상 김용섭 김용운 김용운
김용일 김용희 김우기 김우기 김유정 김윤관 김윤선 김윤자
김윤정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지 김은진,김병철 김은형 김은희 김익무
김인경 김인숙 김인식 김인아 김인옥 김인자 김인철 김인홍
김인후 김일령 김일선 김임연 김장원 김장지 김재국 김재미
김재우 김점순 김정국 김정수 김정순 김정순(도미니카)김정식
김정아 김정아 김정여 김정연 김정옥 김정임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김정향 김정현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제니 김제생
김종구 김종대 김종순 김종식 김종완,김기연 김종우 김종임
김종철 김종현 김종화 김주완 김주현 김주희 김준경 김준래
김준모 김준숙 김준정 김준철 김준호 김지선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지홍 김지훈
김진소 김진일 김진호 김진홍 김진화 김진환 김진희 김찬회
김창호 김채은 김천 김 철 김철현 김춘선 김춘자 김춘한
김춘희 김충남 김태분 김태선 김태식 김태오 김태우 김태웅
김태임 김태현 김태형 김태호 김태홍 김태환 김태훈 김태희
김하연 김학민 김학범 김학우 김한기 김한용 김해성 김현경
김현래 김현미 김현수 김현수 김현숙 김현심 김현영 김현주
김현철 김현철 김현필 김형근 김형기 김형욱 김혜경 김혜리
김혜선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호선 김호정 김호철 김홍욱
김화숙 김효연 김흥기 김희련 김희선 김희숙 김희숙 김희순
김희순 김희정 김희철 김희태

나병훈
남윤옥
노지원
류상근
모세종
문지영
민미라

나원흠 남기수 남기자 남동우 남명화 남선옥
남윤일 남은정 남주수 남해경 노성한 노영란
노희성 단인동 도태숙 도희경 류경숙 류만관
류인숙 류지오 류지우 류춘기 류훈 마영령
목정균 문기훈 문성환 문소원 문완식(베드로)
문창호 문창훈 문효숙 문훈미 미도리 민경란
민병옥 민수영 민영숙 민준영 민진홍 민혜준

남숙자
노영숙
류사현
마윤례
문용호
민경수

ㅂ
박갑순 박건희 박경숙 박경숙 박경옥
박계화 박광순 박귀란 박근하 박금진
박동규 박동옥 박래숙 박명선 박명순
박미숙 박미순 박미연 박미영 박미영
박병운 박복순 박복음 박봉교 박봉순
박서현 박석훈 박선연 박설화 박성린
박솔잎 박수경 박수길 박수성 박수신
박수진 박수춘 박수현 박숙자 박숙정
박순자 박순제 박순진 박승규 박승기
박시현 박신영 박양희 박연순 박연옥
박영애 박영화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
박우순 박운학 박 원 박원서 박원희
박은영 박은옥 박은하 박은혜 박의순
박재붕 박정기 박정순 박정순 박정애
박종섭 박종순 박종식 박종충 박종화
박지윤 박지현 박지형 박진노 박진영
박찬희 박창범 박창준 박천용 박춘우
박현우 박현주 박형운 박혜실 박호식
박효옥 박효진 박희상 박희영 박희자
방경자(아녜스) 방극만 방금자 방순자
배명순 배문희 배민규 배봉한 배상욱
배순림 배영임 배영태 배영화 배원규
배정인 배진경 배현주 배현주 백계현
백수임 백승희 백운옥 백지영 백혜영
변은경 변인식 변장섭 변현령 빈순아

박경준
박길자
막명자
박범석
박상두
박성식
박수영
박순길
박승복
박영근
박오숙
박유경
박이용
박정원
박종후
박진형
박태연
박화영
박희주
배 강
배선자
배윤경
백남현
백혜정

박계숙
박나연
박명희
박병순
박상례
박성자
박수정
박순래
박승옥
박영수
박용식
박윤선
박인순
박정일
박종희
박진희
박해정
박화자
반은숙
배경환
배선주
배은경
백민영
백희규

박계순
박다미
박문규
박병열
박상영
박성희
박수준
박순옥
박시영
박영숙
박용희
박윤한
박재근
박정희
박주현
박찬예
박헌정
박황신
방경애
배귀경
배수영
배재훈
백수미
변영길

ㅅ
서경석 서규석 서나영
서순옥 서승희 서양숙
서은희 서재영 서정아
성옥경,전태호 소춘실
손영주 손용자 손운순
송경림 송경희 송관호
송문자 송미란 송미애
송염범 송영순 송영애
송종국 송주석,최윤정
신경미 신경자 신명숙
신민오 신상화 신석균
신재훈 신정호 신주은
신해성 신현숙 신화희
심우정 심인자 심혜정

서동운
서연남
서정옥
손금분
손정은
송금자
송미자
송영인
송지애
신명옥
신선희
신지현
심경보

서동웅 서범석 서병현 서수정
서옥희 서용희 서윤녕 서은진
서지현 성락철 성백순 소기화
손명희 손미희 손보름 손석조
손주희 손준자 손현태 손혜옥
송대식 송덕심 송두식 송명순
송미화 송병창 송선희 송수용
송은희 송재윤 송재희 송정우
송진선 송하정 송행남 송화순
신미선,최길수 신미숙 신민경
신선희 신순여(엘리사벳)신재근
신진이 신춘자 신충호 신해경
심광순 심교택 심명옥 심옥규

안기순
안연숙
안혜숙
양숙영
양탁겸

안동국,김기복
안영수 안용진
양기자 양길풍
양순림 양승분
양현남 양현애

ㅇ
안경숙
안선주
안진성
양명숙
양윤석

안계용
안성희
안혁기
양선자
양응철

안기섭
안승부
안혜광
양성호
양진순

안동준
안재환
양남율
양애향
어가은

안미선
안종선
양덕창
양연숙
어성길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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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기후원자
어인철 엄병순 엄영복 엄영호 엄영훈 엄옥경 엄재경 엄주희
엄태국 엄홍렬 여성자 여순옥 여진희 여필선 오가영 오경애
오금순 오동환 오복순 오순길 오연숙 오은주 오장용 오정은
오종영 오준성 오준혁 오지혜 오창세 오태원 오태윤 오현정
오현정 오형기 오형준 오홍근 오희영 왕자인 왕진호 우광수
우석원 우순자 우연순 우영희 우용남 우인순 우정원 우종승
우종심 우종철 우충환 원규희 원미애 원민호 원봉희 원선영
원순덕 원영숙 원유순 원정희 원종애 원종헌 원혜정 원학자
위주영 유경옥 유근상 유금나 유기성 유문숙 유미선 유병묵
유병인 유복임 유붕희 유상호 유선웅 유수빈 유수정 유아련
유영권 유영수 유영숙 유영옥 유영옥 유옥란 유옥순 유용희
유은서 유인혁 유재숙 유정순 유제숙 유종현 유지숙 유해선
유해춘 유혁상 유현용 유형준 유혜영 유환숙 유희춘 윤경련
윤교희 윤남중 윤도경 윤동혁 윤만진 윤말숙 윤미라 윤복희
윤석안 윤선옥 윤선옥 윤선자 윤선자 윤선자 윤성자 윤송택
윤연영 윤영애 윤영자 윤영찬 윤은영 윤은자 윤이나 윤인선
윤재학(미카엘) 윤정옥 윤제선 윤현병 윤충선 윤혜연 윤효주
윤희옥 이가정 이갑순 이강식 이강자 이강주 이강혁 이 건
이경록 이경미 이경민 이경분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순
이경옥 이경환 이경환 이경희 이계련 이계자 이광현 이광희
이광희 이광희 이권철 이권희 이귀자 이규성 이근목 이금순
이금순 이금자 이기복 이기석 이기순 이기철 이낙원 이난현
이남옥 이대식 이덕희 이 돈 이동석 이동순 이동은 이동훈
이란주 이막래 이만재 이맹용 이명관 이명수 이명옥 이명희
이명희 이명주(엘리사벳)이문수 이미자 이미자 이미희 이민상
이민형 이병두 이병완 이병헌 이병헌 이보희 이복선 이부민
이분다 이상권 이상민 이상분 이상선 이상순 이상용 이상욱
이상준 이상훈 이상훈 이상희 이상희 이상희 이샛별 이서경
이선균 이선기 이선민(니콜라오)이선화 이성신 이성신 이성심
이성여 이성용 이성원 이성행 이세라 이수원 이수자 이 숙
이숙련 이숙희 이순규 이순단 이순득 이순로(막달레나)이순연
이순우 이순하 이순효 이승규 이승언 이승우 이승우 이승준
이승철 이승희 이승희 이신영 이아린 이연배 이영란 이영란
이영미 이영분 이영숙 이영승 이영애 이영애 이영우 이영호
이영훈 이영희 이영희 이옥선 이옥수 이옥순 이옥자 이옥형
이옥희 이용도 이용상 이용주 이용화 이용희 이우규 이우민
이욱신 이원아 이원준 이유정 이유진 이윤경 이윤순 이윤희
이율희 이은미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희 이이환 이인식
이일재 이자경 이재경 이재경 이재무 이재석 이재숙 이재숙
이재순 이재순,이나미 이재영 이재원 이재준 이재진 이재택
이정순 이정아 이정아 이정옥 이정완 이정이 이정주 이정준
이정혜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제윤
이제헌 이종관 이종녀 이종복 이종성 이종수 이종숙 이종숙
이종우 이종천 이종현 이종희 이주미 이주연 이주연 이주환
이준영 이준혁 이준화 이지선 이지숙 이지애 이지창 이지현
이지현 이진수 이찬영 이창규 이창복 이창수 이창의 이창화
이창희 이창희 이철순 이춘근 이춘길 이춘옥 이춘우 이춘재
이춘자(수산나) 이춘희 이태경 이태민 이태숙 이필행 이학근
이한숙 이해옥 이해옥 이향미 이헌금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루시아) 이현순 이현순 이현옥 이현화 이혜란 이혜민
이혜순 이혜심 이혜영 이혜은 이혜자 이혜정 이혜정( 테클라)
이혜진 이홍재 이화선 이화진 이효선 이희경 인순옥 임계숙
임금남 임남빈 임미향 임성한 임수현 임영근 임영숙 임영애
임영희 임원규 임월순 임은정 임자영 임장옥 임재석 임정순
임종대 임종덕 임종학 임하나 임해홍 임향자

ㅈ
장갑련
장세혁
장영철
장 훈

장근영
장소연
장예희
전국영

장기선
장수진
장은경
전미경

장기순
장승남
장은영
전상필

장동영
장승희
장정숙
전선종

장명숙
장신상
장종철
전선희

장상분
장영선
장향미
전연옥

장선자
장영준
장홍규
전원분

전인재
정경자
정근훈
정미선
정선녀
정순복
정은경
정재우
정태균
정환택
조기성
조민정
조송자
조원경
조정자
주경미
지종분
진인숙

전재우
정계남
정금옥
정미연
정선주
정순재
정은수
정재훈
정해진
정희순
조동민
조민준
조순래
조원용
조종희
주도상
지태규
진현숙

전지석
정계은
정길자
정병수
정선하
정영숙
정은숙
정점수
정현수
조강림
조명숙
조병순
조순주
조원우
조준혁
주두례
진건용

전진영
정관택
정다교
정봉순
정성민
정영순
정은주
정정혜
정현아
조경희
조명숙
조병철
조신길
조유진
조하나
주명애
진광수

전청자
정구옥
정동영
정상기
정세균
정옥순
정의균
정지영
정현희
조공연
조미선
조상희
조영라
조윤주
조향숙
주순덕
진미영

전표열 정경연
정귀동 정규복
정명철 정문영
정서빈 정석구
정수령 정수자
정용호 정운경
정인규 정인풍
정진봉 정진영
정혜엘리자벳
조귀철 조규대
조미선 조미숙
조성남 조성미
조영옥 조영자
조윤희 조은정
조형기 조혜영
주진석 지석규
진상두 진의숙

정경원
정규석
정문자
정 선
정순락
정원홍
정임숙
정진호
정혜정
조규옥
조민경
조성용
조영주
조재근
조휘수
지은희
진인기

차철희
채혜영
최남용
최병무
최석호
최순임
최영선
최용환
최임향
최정숙
최형달
최희승

채경옥
천정임
최덕호
최병석
최성규
최순호
최영아
최운봉
최재수
최정숙
최형선
최희정

채미선
최경식
최명애
최복규
최성기
최순희
최영애
최유진
최재숙
최정식
최형숙
추연대

하인혜
한성훈
한일순
함영준
허석재
허준희
홍기흥
홍영표
황도근
황 연
황재화

하중애
한아름
한정순
함은주
허 숙
허 훈
홍명진
홍용복
황미화
황영희
황정아

한금옥
한안수
한정은
함인수
허승희
현상도
홍미숙
홍용표
황민석
황예성
황진숙

ㅊ·ㅋ·ㅌ·ㅍ
차경훈 차배천 차옥순 차이자 차정안
채선미 채우식 채웅석 채이순 채제숙
최경화 최광기 최기복 최규창 최규택
최마리아최명애 최명자 최문섭 최미선
최상규 최상림 최상봉 최상수 최상진
최성숙 최성죽 최수현 최순경 최순식
최승희 최시남 최신혁 최양재 최영락
최영화 최옥순 최옥순 최용숙 최용식
최윤숙 최은례 최은섭 최은주 최임숙
최재숙 최재영 최재호(루카) 최정숙
최지연 최진원 최팔순 최현덕 최현자
최혜경 최호순 최 훈 최희곤 최희순
태진철 펭(peng) 펴명순 표명옥 표영숙

ㅎ
하미정
한문수
한영미
한종모
함인옥
허예림
호경애
홍석정
홍인기
황선운
황욱선
황춘자

하상우 하영남,신민경
한상이 한상호 한상희
한우영 한윤수 한윤희
한현숙 한형대 한희자
함지연 허돈영 허 란
허옥희 허일선 허정욱
홍경두 홍기순 홍기자
홍성원 홍수경 홍순영
홍정균 홍진숙 황규인
황선희 황설중 황성철
황윤영 황인규 황인정
황한울 황현준

하영자
한성환
한은주
함경완
허복심
허제희
홍기철
홍연화
황기우
황순자
황재숙

미주후원자
LA 한인성당 미주봉사회(봉사자:장로무알도)
성토마스카리타스후원회(봉사자: 양카타리나 / 김가브리엘·마리안나, 김마
리아, 박다미아노·아가다, 안메토디오·베로니카, 안글라라, 안토마스·데레
사, 양루시아·마리아. 엄데이빗·소피아, 이세바스챤·비비안, 임요셉, 전마리
안나, 정리타, 조글라라, 현크리스티나 )
다정회 (권쥴리, 마캐티, 박용선, 방 뺄 빼뚜아, 손영희, 양카타리나 )
유데레사, 스텔라, 권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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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차보고

기업 후원
강남동일한의원, (주)나눔과돌봄, (주)마이다스아이티, 사람과사람, 성문건설,
(주)알플레이, (주)웰컴쇼프트, (주)연우, (주)자미온, 제니스골프, (주)제오테크
중앙아동병원, 천하보험(박기홍), (주)평화지퍼,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한국모니터링,(주)한국지기 (주)금원개발 (주)예술과 공간
(주)우리에너지, (주)제스코마트, (주)시앤에스아이앤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스컴,
합자회사 햇살과 나눔, 합자회사 고리, (협)해피브릿지협동조합

단체 후원
구로삶터모아회, 대구미카엘,대한어머니회 양평지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양지역자활센터, 2020재단, 인천여성노동자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천주교 서울교구 양천지구, 청솔의 집, 촛불회(부산성지성당),
한국여성노동자회, 미국 LA 성 그레고리 한인공동체, LA 성 아그네스성당

바쁜 일상을 적시는 한 모금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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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글

한국희망재단을 만나세요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새
로운 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자라는 그 행복한 현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차 한잔의 여유가 있다면 언제든 놀러오세요.

한국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www.hope365.org

한국희망재단 블로그에서
다음 http://khope365.tistory.com
네이버 http://blog.naver.com/khf2006

Designed by Freepik

절취선

정기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정기 후원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가족, 친구, 선후배 등 반가운 이들을 만날 때 가입신청서를 가져가신 후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주세요.
아래의 CMS 출금 이체에 동의하시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후원금을 자동이체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기본 정보
이름

주소

전화

휴대폰

이메일

CMS 출금 이체 동의서
생년월일

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매월 10일

이체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월 1만원

후원 금액

□

2만원

□

□
3만원 □

25일
5만원

□

□

10만원 □

기타

기부금영수증
본인은 한국희망재단 CMS를 이용하여 정기후원금을 내는데 동의합니다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추천인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501-044190 농협 063-01-206556 국민 855401-04-008784 (사) 한국희망재단
발행인 최기식 주소 121-897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23, 401호 전화 02-365-4673 팩스 02-796-4673 홈페이지 www.hope365.org

나눔이 있어 따뜻한 세상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주소 121-897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23, 401호
전화 02-365-4673 팩스 02-796-4673
홈페이지: www.hope365.org

대표 메일: khf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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