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망재단
2013 Annual Report

2

한국희망재단 2013 Annual Report

2013년 한국희망재단 Annual Report

2013 함께 만든 희망의 기록

인도

필리핀
버마

짐바브웨

캄보디아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몽골

지원 국가

지원 사업

수혜 인원

협력 단체

8개

19개

24,310명

15개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의 희망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2013년.
한국희망재단은 작년 한 해 8개 국가 19개 사업을 통해 24,310명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현지 NGO와 함께 진행된 이 사업들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
와 자립 기반을 이뤄내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희망을 일궈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한국희망재단은 지구촌의 아프고, 그늘진 곳을 찾아 빈곤이웃의 따뜻한 햇
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인도 달리트 공동체 식수개발
인도 타밀나두 주 칸치푸람 지역 달리트 공동체 6곳에 각각 우
물과 식수탱크를 건립하여 신분의 차별로 물을 구하기가 어려
웠던 달리트 주민들도 생활에 꼭 필요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채소와 유실수 종자를 제공하여 주민들은 쓰고 남은 물로 텃밭
을 가꾸었습니다. 6개 마을 아동 220명은 어린이 환경교실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마을의 환경지킴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791가구 5,468명
협력단체｜HRDF(Human Resource Development Foundation)
지역개발

인도 달리트 여성가장 가축지원
달리트 여성가장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염소 4마리씩을 지원하
는 가축지원사업이 인도 타밀나두 주 티두말 마을에서 진행되었
습니다.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시장에서 팔아 그 이익금으로 염
소를 사기 위해 빌렸던 대출금을 갚고, 상환된 돈은 다시 다른
여성가장들의 염소구입을 위해 쓰여집니다. 3년에 걸쳐 총 112
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게 되며, 빈곤극복과 더불어 저축교육, 가
축사육교육 등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여성가장 30명
협력단체｜WORD(Women’s Organization for Rural Development)
지역개발

인도 부족여성 식품가공기술 훈련
인도 타밀나두 주 살렘지역 내 9개의 산간 마을 여성들에게 식
품가공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잼, 피클을 만드는 법을 교육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곳 여성들은 산에서 채취한 과일들로 잼이나 피클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그 수익으로 가계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
다. 무엇보다 여성들도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로 성장함으로써
자신감과 지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여성가장 50명
협력단체｜SCDP(Society fo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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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방글라데시 소외계층 집짓기
낙후된 위험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집을 수리할 여유가 없었던
방글라데시 실렛 지역의 빈곤 가족들에게 튼튼한 새집이 생겼습
니다. 싸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로 집이 사라져 뿔뿔이 흩어져
지내던 식구들도 한 집에 모여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화장
실을 별도로 설치해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수인성 전
염병의 위험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 텃밭도 가꿀
수 있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20가구, 108명
협력단체｜Caritas Bangladesh
지역개발

필리핀 나보타스 철거민 자활 협동농장
필리핀 최대 빈민촌으로 알려져 있는 나보타스 철거민들의 자활
을 위해 팜팡가 주에 협동농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계사를 건축하고, 병아리가 지원되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될 양계장을 통해 철거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닭과 달걀 판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희망농장을 통해 나보타스 철거민의 자립이 한발 한발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빈민촌 철거민 12가구, 120명
협력단체｜PCM (Pampagalak Catholic Mission)
교육

짐바브웨 농촌 아동의 학습기회 확대와 주민 역량 강화
짐바브웨 농촌지역인 차카리, 촐로초 지역 19개 학교 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고, 55개의 스터디 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가난한 고아 및 여아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독서캠페
인, 젠더캠페인, 환경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지역 발전 또한 도모
하였습니다. 책 한권 구하기 어려웠던 짐바브웨 농촌마을 주민
들은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생활에 반영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성장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주민 14,250명
협력단체｜ABDO(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교육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 유아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주 마사이 부족 공동체인 엔데베시 마을에
유치원을 건립하고, 유아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였습니
다. 아동들은 유치원에서 언어, 숫자, 미술, 체육 등을 교육받아
초등학교 진학 이후 일상생활에서 언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족 안에서 마사이 언어만 사용하는 성인들은 탄자니아 공용어
인 스와힐리어 교육과 인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아동 47명, 성인 35명
협력단체｜The Grail Tanzania
교육

인도 빈곤여성 간호보조인력 양성교육
인도 타밀나두 주 티루반날말라이 지역 20개 마을에서 경제적
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간호보조인
력 국가자격취득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습과 더불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보건
소, 병원 등에 취업하게 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됩
니다. 한국희망재단에서는 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재와 실습
비용, 국가시험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수혜대상｜여성 40명
협력단체｜WFW(Women for Women)
교육

인도 채석장 아동 공부방
인도 타밀나두 주 채석장에서 거주하거나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쿤드라투르 지역 방과후 공부방 2개소의
교사 2명의 급여와 학습물품,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채석장에
서 일하며 학교를 자주 결석하던 아이들은 공부방을 통해 학습
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결석률도 낮아졌습니다. 또 지역 주
민과 함께 채석장 소유주에게 아동 노동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아동들이 더 이상 채석장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혜대상｜아동 73명
협력단체｜TRUST HELP(Trust for Health, Environment and Literacy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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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글라데시 다카권역 빈곤아동 기초교육
학교가 없어 성당의 어두운 베란다에서 공부를 해왔던 방글라데
시 다카권역 빈곤아동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이 곳 아이들을 위해 성안토니오학교를 건축하고, 학습
물품, 교복,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한 간식
으로 아동들의 영양상태도 개선되었으며, 그 동안 신분차별, 언
어문제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던 아동들도 이제 보편적 초등교
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대상｜아동 100명
협력단체｜Caritas Bangladesh
교육

방글라데시 쿨나권역 빈곤아동 기초교육
방글라데시 쿨나권역의 불가촉천민과 토착민 아동들을 위한 비
정규초등학교 16곳을 대상으로 학습물품, 운영비, 학교 보수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적 고립과 신분상의 차별로 공립학교
에 다니기 힘들었던 이 곳 아이에게 안정적인 기초교육이 이뤄
지고 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마을 주민들로 조직된 운영위
원회도 정기회의,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
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수혜대상｜16개 학교 아동 1,253명
협력단체｜Caritas Bangladesh
교육

캄보디아 농촌 유치원 지원
캄보디아 스바이리엥주 티히언크롬과 티히언리우 마을에 거주
하는 빈곤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도서관을 건축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을 조직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실과 지역 도서관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모의 생계활동으로 방치되었던 아동들은
안전한 보호를 받고, 초등학교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수혜대상｜아동 100명
협력단체｜TRK(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교육

필리핀 빈곤 아동․ 청소년 학습지원
필리핀 세부시의 빈곤으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들에게 학용품, 가방, 교복, 신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은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학생심리상담과 교사면담, 가족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
업 성취도도 향상돼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아동·청소년 40명
협력단체｜FTCP(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교육

필리핀 중퇴 청소년 대안교육
필리핀 파실과 수바지역의 경제적 이유로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들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한 곳을 보수하고, 기술
훈련, 기초교육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제
공하는 기초교육을 받고, 기술습득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후 기술교육
을 통해 아이들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수혜대상｜청소년 30명
협력단체｜FTCP(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차별극복

버마 젠더전문가 양성 청년 인턴십
버마에서 양성 평등을 알리고 실천하는 젠더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3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교육프로그램과 활동비를 지원하
였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젠더 전문가들은 다
시 지역으로 돌아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젠더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를
알리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버마 사회
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청년 3명
협력단체｜Thingaha Gende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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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몽골 희망의 숲 조성
기후 변화로 인해 몽골 전 국토의 90.2%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
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던 주민들은 초지가 사라지자 하루 아침
에 환경난민으로 전락해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몽골의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간아이
막 바양노르솜 지역에 조성된 희망의 숲에 묘목 500그루, 관리
인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실수 지원, 주민 영농교육
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수혜대상｜주민 1,353명
협력단체｜푸른아시아
환경

아시아 청년활동가 양성워크숍
자유주의 시대에 끝없는 개발로 인해 아시아 토착민의 삶과 생
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아시
아 시민사회와 청년 활동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태국 치앙
마이에서 열린 아시아청년활동가 양성워크숍 참가자들을 지원
하였습니다. 워크숍이 종료된 후 15개국의 각 활동가들은 본국
으로 돌아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참가자 10명
협력단체｜우리신학연구소
긴급지원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긴급지원
지난해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중부지역
에 긴급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구호금은 세부북부, 레이테, 반
타얀 등지의 피해주민들을 위한 영양식 제공에 사용되었습니다.
쌀을 전달해도 밥을 짓지 못하는 주민들 상황을 고려해 이동식
주방에서 쌀, 코코아가루, 우유를 끊인 캄보라도를 제공했습니
다. 이번 긴급지원으로 위기에 처한 필리핀 주민들의 생명을 지
키고, 특히 아동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혜대상｜주민 1,200명
협력단체｜FTCP(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국제교류

해피브릿지 조합원 필리핀 연수
국내 외식업체인 해피브릿지 조합원 및 직원들이 2013년 4차례
에 걸쳐 필리핀 나보타스 지역을 방문하여 빈민촌 체험과 협동
농장 건축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빈
민촌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특히 협동농장 건축 봉사활동을
통해 빈민촌의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함께 도우며 지구촌 이
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참가자｜해피브릿지 직원 20명
협력단체｜PCM (Pampagalak Catholic Mission)

2013 한국희망재단 재정 현황

수입 현황

지출 현황
항목

2013년

항목

2013년

회비, 후원금

523,518,297

해외사업비

489,937,785

정부 지원금

99,219,173

모금, 홍보사업비

34,004,424

사업수입

30,261,000

운영비

65,566,149

기타수입

1,604,649

잡비

173,456

이월금

222,924,214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287,845,519

소계

877,527,333

소계

877,527,333

단위: 원

단위: 원

해외사업비 세부 현황

해외사업비 세부 현황
긴급지원 2%

항목
지역개발, 소득증대
교육
해외사업비

차별극복, 인권옹호
지속가능한 환경
긴급지원

국제협력비

2013년
91,317,779
283,531,890
8,407,230

차별극복
인권옹호

지역개발
소득증대

2%

22%

21,000,000
7,500,006
78,180,880

소계

환경 5%

489,937,785
단위: 원

교육

69%

www.hope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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