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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도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지구촌의 희망을 일구어주신 후원자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 11개국에서 27개 사업을 통해 빈곤 아

동과 여성, 소외된 주민 15,938명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을 마련한 한국희

망재단. 2016년에도 현지 협력단체들과 함께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 한국희망재단 Annual Report

2015년 사업 성과

지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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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업국가 협력 단체

아시아아프리카

남아메리카

64%27%

9%

7개 국가3개 국가

1개
국가

지원 국가
11개 국가

지원 사업
27개 사업

· 간접수혜자: 직접수혜자의 가족 및 주변인을 포함한 인원

한국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국가 현지 NGO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국제연대 실현과 현지 NGO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소득증대

교육사업

차별극복

인권옹호

긴급지원

국제교류

26%

52%

12% 5%

66%

75%

15,938명 39,993명

직접 수혜자 간접 수혜자

7%

4%

11%

7개 사업

14개 사업

3,567명

7,862명

1,903명 1,903명

10,468명

30,228명

3개 사업

1개 사업

2개 사업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여성 여성일반 일반

22%

20%

국가 협력단체 수

네팔 2개

인도 4개

페루 1개

몽골 1개

방글라데시 1개

짐바브웨 1개

버마 1개

필리핀 2개

부룬디 1개

탄자니아 1개

캄보디아  1개

총 합계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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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소득증대사업

신분상의 차별로 식수난을 겪어야 했던 달리트공동체 6곳에 우물을 

건립하였습니다. 오염된 물로 수인성질병을 앓아왔던 주민들은 우물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물을 구하다 상층카스트의 폭력에 노

출되었던 여성들도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식수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우물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번 쓴 생활용수로 텃

밭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연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학교 보충학습도 진행하는 환경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혜대상｜6개 달리트공동체 4,802명

협력단체｜HRDF (Human Resource Developement Foundation)

인도 달리트공동체 식수개발사업

사업지역｜인도 타밀나두 주 칸치푸람지역

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인도 달리트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염소지원사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염소 사육 방법, 기록관리, 대출상환 계획 등

을 교육하고 1인당 염소 4마리 구입 비용을 대출하였습니다. 여성들

은 염소를 사육하여 새끼를 팔아 소득을 창출하고 대출금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년간 총 120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았고, 3년간 

환급된 이자를 활용해 5개 마을 아동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축사업비 원금은 여성자조그룹의 신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30명

협력단체｜WORD (Women's Organization for Rural Development)

인도 달리트 여성가장 가축 지원사업

사업지역｜인도 타밀나두 주 남마칼지역

빈곤한 달리트 여성가장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양계업사업이 추진되

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는 대출금을 지급(암컷 

18마리, 수컷 2마리)한 뒤 환급된 대출금과 이자로 다른 여성들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3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9명이 혜택을 받았으

며 자금이 순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자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여

성들은 병아리와 닭을 사육하는 방법, 회계관리, 대체사료 기르는 법 

등의 교육을 받고 안정적으로 가축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39명

협력단체｜WORD (Women's Organization for Rural Development)

인도 달리트 여성가장 양계업 지원사업

사업지역｜인도 타밀나두 주 남마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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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이용 문턱이 높아 급전이 필요할 

때 고리대금을 이용해야만 했던 캄보디아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

용협동조합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캄보디아 신협법

에 따라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가면서 동시에 신협활동도 진

행 중입니다. 현재 총 470명의 주민들이 예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고 170명의 주민들이 대출서비스를 통해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하는 한편 긴급한 가계자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대상｜640명

협력단체｜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캄보디아 농촌주민을 위한 신협사업

사업지역｜캄보디아 스바이리엥 주 스바이리엥지역

필리핀 팜팡가 행복농장이 3년 간의 공사 끝에 2015년 5월 완공되

었습니다. 양계사업은 철거가 시작된 필리핀 나보타스 빈민촌 주민들

의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완공된 1부지

에는 생활동과 육추동, 부화동, 산란동 등 양계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5년 6월과 10월 산란용 병아리를 입추하였고 2016년 2월 초란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총 5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2016년

에는 산돼지 사육을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120명

협력단체｜PCM (Pampagalak Catholic Mission)

필리핀 팜팡가 행복농장사업

사업지역｜필리핀 나보타스 시 팜팡가 지역

종족 간의 내전으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부

룬디 카루라마을 주민들을 위해 농작물재배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60개 가구에 가정 당 4개의 가든백(garden bag)과 비료, 채소 종자

를 지원하였고 주민들은 콩, 양파, 양배추,  토마토, 가지 등을 재배하

였습니다. 이후 채소재배가 활성화되자 주민들은 가든백 채소들을 집 

주위 텃밭으로 옮겨 농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든백사업 덕분

에 주민들은 신선한 채소를 확보하여 영양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60가구, 385명 

협력단체｜IPSDI BURUNDI

부룬디 카루라마마을 농작물 재배사업

사업지역｜부룬디 치비토케 주 루곰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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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물을 구하기 위해 인근 강까지 매일 왕복 4시간을 걸어야 하고, 확보

된 물도 오염되어 수인성질병에 시달렸던 부룬디 카루라마 마을 주민

들을 위해 식수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돌산지역인 마을의 특성 상 

11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지하수 추출공사, 마을까지 파이프로 

연결 공사, 마을에 식수탱크와 개수대 설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물 건립으로 주민들은 건강 및 위생상태가 개선되었고, 주민 스스

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우물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1,888명

협력단체｜IPSDI BURUNDI

부룬디 카루라마마을 식수개발사업

방글라데시 시멀리아마을 아동들의 기초교육 제공을 위해 성안토니

오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성안토니오학교는 아동중심의 교육방식

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율을 높이고 있고, 통학이 어렵거나 극빈한 

가정의 학생들은 기숙사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회의와 학

교관리위원회를 통해 교육방법과 학교운영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

다. 이 덕분에 학생들의 학업 의욕이 높아져 기초교육 종료 후 인근 

정규학교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86명

협력단체｜Caritas Bangladesh

방글라데시 다카권역 기초교육사업

2015년 대지진으로 파손된 네팔 마하락시미학교는 타플레 구에서 

유일하게 초·중·고등학교가 운영되는 종합학교입니다. 지역 청소년들

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상급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마하락시미종합학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건축은 대지진 이후 고르카지역에서 처음 진행되는 학교 복구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총 12개 교실과 화장실, 도서관, 

컴퓨터실, 태양열을 활용한 전기시스템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수혜대상｜240명

협력단체｜SoD Nepal

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재건축사업

사업지역｜부룬디 치비토케 주 루곰보 지역

사업지역｜방글라데시 다카권역 시멀리아마을

사업지역｜네팔 고르카지역 타플레 구

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교육사업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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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안드라와 아룬타티야는 인도의 불가촉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고 

핍박받는 계층입니다. 인도에서는 교육기관 입학 및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불가촉천민을 위한 쿼터제가 운영 중인데, 많은 달리트청년

들이 시험정보와 학습역량의 부족으로 진출 기회를 번번이 놓쳐야 했

습니다. 이에 기초학습반과 영어회화반, 리더십 훈련과 모의고사 실

시 등으로 학생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을 확보하고 꿈

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수혜대상｜100명

협력단체｜JANODAYAM 

인도 소외계층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인도 뉴델리 슬럼지역에서 거주하는 불가촉천민과 무슬림 등 소외아

동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는 교사 수가 부족하고 교육의 질도 매우 낮

습니다. 아동들은 공립학교를 졸업해도 교육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취

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5년부

터 지역의 방과 후 교육센터를 통해 기초과목 보충학습 지원,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개발과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놀이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며 소외계층 아동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수혜대상｜30명

협력단체｜CSEI (Center for Social Equity And Inclusion)

인도 뉴델리 소외아동을 위한 교육센터사업

과거 농장노동자의 좁은 숙소를 개조한 모파니파크초등학교는 교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헛간이나 야외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년 간의 학교 건축사업으로 2015년 총 8개의 교실과 

사무동 1동, 우물 1기가 건립되었습니다. 이번 건축사업은 지역주민

과 정부 간의 협력이 공사 전 과정에서 모범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성과로 학교 완공 후 등록률이 2배가량 상승하는 등 모파니파크초등

학교는 지역아동들의 기초교육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530명 

협력단체｜ABDO (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짐바브웨 모파니파크초등학교 건축사업

사업지역｜인도 타밀나두 주 첸나이

사업지역｜인도 뉴델리, 쿠숨푸 파하리

사업지역｜짐바브웨 차카리지역

교육사업

교육사업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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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짐바브웨 차카리지역에 위치한 타우스톡 중등학교는 과거 담배 건조

실이었던 벽돌공장을 교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어 학생

들은 벽을 임시로 뚫은 채 지내야 했는데 환기와 채광이 용이하지 않

아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2015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문을 보수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식수건립공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수혜대상｜200명

협력단체｜ABDO (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짐바브웨 타우스톡 중등학교 지원사업

사업국가 현지 협력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희망재단은 짐바브

웨 협력단체 ABDO의 실무활동가 Antony Sungisayi의 학위 이수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토니는 교육기관에서 지역공동체 

발전방안(community development)에 관한 전문지식을 체득해 개

발교육 학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안토니는 짐바

브웨 지역발전과 주민자립사업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협력사업을 추

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수혜대상｜1명

협력단체｜ABDO (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짐바브웨 ABDO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오랜 유목생활과 공고한 전통으로 공교육의 접근성이 낮아 문맹률이 

높은 마사이족 주민들의 기초교육 제공을 위해 학교 건축사업이 추

진되었습니다. 엔데베시마을에 건축될 초등학교는 마사이 유치원을 

졸업한 학생들과 인근 마을 아동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할 것입니다. 

성인들에게는 탄자니아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를 가르치는 문해교실

도 함께 운영됩니다. 2015년에는 공사에 필요한 우물을 건립하였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학교 건축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490명

협력단체｜The Grail Tanzania

탄자니아 마사이족 초등학교 건축사업

사업지역｜짐바브웨 차카리지역

사업지역｜짐바브웨 차카리지역

사업지역｜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주 엔데베시 마을

교육사업

교육사업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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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바탐방지역에 위치한 훈센중·고등학교는 교실이 노후화되

고 공간이 협소하여 전학하거나 입학하기를 원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재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증

축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

력으로 10개월간의 공사 끝에 6개 교실을 신축하고 도서관 옆 큰 규

모의 발코니를 조성하였습니다. 

수혜대상｜1,670

협력단체｜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캄보디아 훈센중·고등학교 증축사업

캄보디아 티히언크롬마을 유치원은 맞벌이 부모들을 대신해 낮시간 

집에 방치되어 있던 아동들의 돌봄과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화장실과 식수시설이 없어 아동들이 숲에서 용변을 

보거나 연못에서 손을 씻어야 해서 안전과 위생면에서 매우 취약하였

습니다. 2015년 화장실과 우물 건립으로 유치원 위생환경을 개선시

켰습니다. 나아가 아동들이 한번 사용한 생활용수를 활용해 텃밭을 

조성하여 채소 수확과 자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75명

협력단체｜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캄보디아 유치원 위생환경 개선사업

캄보디아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과 주민협력사업을 준비 중인 TRK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 9월 초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TRK 소속 활동가 2명은 한국의 울림두레생협, 원주생명농업단지, 신

협 및 두레생협연합, 영광 톤래삽협동조합, 양평농장 등을 둘러보며 

캄보디아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보들을 취합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캄보디아로 귀국 후 바자회를 개최하고 신용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등 성과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2명

협력단체｜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캄보디아 TRK 활동가 방한교육

사업지역｜캄보디아 바탐방 바난지역

사업지역｜캄보디아 스바이리엥 주 스바이리엥

사업지역｜한국 원주, 경기도, 전남 등

교육사업

교육사업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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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교복, 학용품 등 기초교육물품이 없어 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필리핀 

빈곤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학습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

들에게 필요한 학습물품을 지원하였고, 가정불화나 폭력에 쉽게 노출

되는 슬럼가 아이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상담과 지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보충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월간회의를 통해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수혜대상｜40명

협력단체｜FTCP (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필리핀 빈곤아동청소년 학습지원사업

한국희망재단은 2014~2015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중퇴해

야 했던 필리핀 청소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상업용 요리기술교육

과 봉제기술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교육사업의 후속사업

으로 2015년에는 봉제기술을 배운 학생들이 의류제작, 옷 수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의류공방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류공방은 협동조

합 방식으로 운영되며, 옷 제작 외에도 봉제기술을 배우고 싶은 중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6명

협력단체｜FTCP (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필리핀 의류공방 지원사업

낮 시간 방치되거나 아동노동을 해야 했던 페루 와이깐지역 소외아동

들의 돌봄과 기초교육을 위해 2015년 하늘길공부방을 지원하였습니

다. 공부방에서는 아동들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영양결핍 예방을 

위해 식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

록 견학 및 문화체험도 실시하였습니다. 문맹인 학부모가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어머니교실, 자녀교육법 지도교실,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

회 등 가족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수혜대상｜100명

협력단체｜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페루 하늘길공부방 지원 사업

사업지역｜필리핀 세부 시 로레가·파실·수바지역

사업지역｜필리핀 세부 시 파실

사업지역｜페루 와이깐 조나-R지역

교육사업

교육사업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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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 받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몽골 친겔테이지역의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를 지원하기 위해 밝은 커

뮤니티를 설립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자녀 재활훈련, 소통교육, 

수공예교육, 가족소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머니

들은 심리적 안정을 찾아갔으며 자녀와 유대감도 향상되었습니다. 어

머니들의 수공예 작품을 모은 전시회는 이후 정부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업의 주문이 의뢰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혜대상｜13명

협력단체｜MONES (Mongolian Women’s Fund)

몽골 친겔테이 소외어머니 자립 지원

한국희망재단은 오랜 군부 독재와 왜곡된 성 관념으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격히 낮은 미얀마에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 

갈 젠더전문가 양성교육을 2010년부터 5년간 추진해왔습니다. 이 

성과를 이어 2016년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교사들은 존엄성과 인권, 성차별, 성과 권력 등 교육을 이수

한 뒤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130명

협력단체｜Thingaha Gender Organization

미얀마 사립학교 교사 성평등 교육

여성할례를 근절하고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민얄라마을 보건소 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진료실, 입원실 2칸, 여성조산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들이 주축이 된 마슈자그룹의 활동이 밑

거름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완공 후 정부에서는 의료인력과 의약품을 

제공하며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례시술로 

수입을 얻었던 여성들의 대안적인 소득을 위해 여성경제활동센터를 

건축하고 생필품 판매, 가축사육, 마을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1,700명

협력단체｜The Grail Tanzania

탄자니아 보건소·여성경제활동센터 건축

사업지역｜몽골 울란바토르 시 친겔테이 지역

사업지역｜미얀마 양곤 시 사가잉 시 라시오 시

사업지역｜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주 새미지역 민얄라마을

차별극복·인권옹호사업

차별극복·인권옹호사업

차별극복·인권옹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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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국제교류

2015년 4월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으로 수천명의 사상자와 부상

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이재민들은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생존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신두팔촉 구역은 7.3규모의 2차 지

진이 발생한 곳으로 네팔 전체 사상자 8,000여명 중 3,000여명 이상 

사망한 지역입니다. 한국희망재단은 신두팔촉 지역에 위치한 카탈리

마을, 고탈리 마을, 초카티 마을의 이재민들에게 가구마다 쌀 30kg, 

콩 183kg, 소금 1kg, 의약품과 학용품도 전달하였습니다.

수혜대상｜2,500가구

협력단체｜GEFONT

네팔 지진피해 긴급 지원

2015년 12월 인도 타밀나두 주 전역에 100년만에 기록적인 양의 폭

우가 쏟아져 첸나이에서 450여명이 사망하고 170만명이 넘는 이재

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도로뿐 아니라 공항이 침수되었고 시골 

지역은 흙으로 만든 주택들이 무너지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2014년도에 건축하였던 첸나이 슬럼가지역의 야간

학교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교의 수해 복

구에 사용할 긴급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수혜대상｜50명

협력단체｜JANODAYAM

인도 홍수피해 긴급 지원

한국희망재단은 2013년부터 해피브릿지협동조합과 함께 직원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피버드' 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4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필리핀 

나보타스 빈민촌에서 홈스테이 진행, 팜팡가 행복농장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통해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몸소 경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쉼'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 자신

의 삶을 사색하고, 삶의 비전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혜대상｜24명

협력단체｜PCM (Pampagalak Catholic Mission)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조합원 연수

사업지역｜네팔 신두팔촉 지역

사업지역｜인도 첸나이 시 스와탄드라 나가르 지역

사업지역｜필리핀 나보타스 시 팜팡가 지역

긴급지원

긴급지원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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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입 현황

해외사업비 현황

2015 지출 현황

2015 후원자 현황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항목  2015년

회비, 후원금  802,585,599 

코이카 정부지원금  16,643,770 

사업수입  43,000,000 

기타수입  4,828,887 

이월금  197,877,500 

소계  1,064,935,756 

항목 2015년

해외사업비  570,714,080 

모금, 홍보사업비  51,905,786 

운영비  60,493,482 

기타  3,010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381,819,398 

소계  1,064,935,756 

재정보고서

2 0 1 5

후원자 수: 총 1,515명 

(2015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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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별 분포 지역 별 분포
총 1,515명

국내 정기후원자 기준 국내정기후원자 기준

총 1,515명

여성 남성

지역개발
소득증대

교육사업

긴급지원

차별극복
인권옹호

43%

48%

7%

2%

207,743,311원

207,743,311원

32,789,773원

7,200,000원

해외사업비

지출 대비

분야별 현황

항목  2015년

지역개발·소득증대 사업  207,743,311 

교육사업  238,409,692 

차별극복·인권옹호  7,200,000 

긴급지원  32,789,773 

국제협력비  84,571,304 

소계  570,714,080 



희망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교육재정이 부족해 학생 30명 당 1권의 책이 주어지는 짐바브웨.

한국희망재단과 짐바브웨 현지 협력단체 ABDO가 함께 추진한 도서관사업으로

주민들은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퇴한 학생들은 도서스터디모임을 통해 학업에 대한 의욕이 높아져 학교로 돌아갔고,

주민들은 소득창출모임을 통해 양계, 농업 등 지식 공유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짐바브웨 아이들의 뜀박질 사이사이로

설레임 가득 머금은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 광고 ｜ 짐바브웨 편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지구촌 이웃들을 후원해주세요

한국희망재단은 지구촌 소외이웃들이 역량강화를 통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 11개국에서 16개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식수개

발사업, 아동교육사업, 성인재취업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02-365-4673         홈페이지 www.hope365.org          후원계좌 우리 1005-501-044190 (사)한국희망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