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이 있어 따뜻한 세상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2019 연차보고서



Burundi

Zimbabwe

Tanzania

India

Nepal

Uganda

Bangladesh

Philippines

Myanmar

Mongolia

11 개 사업

부룬디

1 개 사업

탄자니아

3 개 사업

짐바브웨

5 개 사업

우간다

1 개 사업

네팔

4 개 사업 
인도

1 개 사업 
방글라데시

2 개 사업 
미얀마

3 개 사업 
필리핀

1 개 사업 
몽골

2019년, 

함께 만든 희망의 기록

10 개국

16 개 협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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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 개 사업 진행 

7개국

교육

14 개 사업

2개국

차별극복/인권옹호

3 개 사업

2개국

환경

3 개 사업

7개국

지역개발

17 개 사업

6개국

활동가 역량강화

4 개 사업

가축사업

4 개 사업

농업개발

4 개 사업

역량강화

4 개 사업

주민센터 건축

2 개 사업

식수사업

3 개 사업



부룬디
Burundi

부룬디

카마카라 마을

무쿤구 마을

카그웨마 마을

무진다 마을

르완다

콩고 민주 공화국

1993년 발발한 종족간 내전으로 오랜 사회적 혼란을 겪어온 부룬디. 이 과정에서 39만 

여명의 시민이 희생당했으며 약 120만 명은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전쟁은 

2005년으로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은 인프라의 부족 등 총체적인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2014년 카루라마 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카그웨마, 

2018년 무진다, 2019년 무쿤구와 카마카라까지 부룬디 내 총 5개 마을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무쿤구 마을

최정숙초등학교 건축 및 

무쿤구 성당 보수 지원

카그웨마 마을발전센터 건립

희망초등학교 교사 자전거 지원

카그웨마 마을

[2019 부룬디 마을별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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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을 위한 양계사업

최정숙여고 전원 병아리 부화장 지원

최정숙여고 운영 지원

(과학실 기자재, 도서, 장학금)

무진다 마을

카마카라 마을

카마카라 희망초등학교 건축

협력단체  IPSDI Buru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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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으로 무너진 학교에서 공부할 수 밖에 없었던 아동들을 위해 무쿤구 최정

숙초등학교를 재건축하였습니다. 15개의 교실과 다목적활동센터를 갖춘 학교

의 완공식에는 무쿤구 주민과 학생들, 건축 후원자 외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방문단이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무쿤구 최정숙초등학교 건립무쿤구 마을

아동 1,100 명

2016년부터 추진해온 카그웨마 마을의 자립 사업들을 통합하고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을 다목적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센터는 주민 회의실과 마을협동

조합 COCOKA의 사무실, 마을은행,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등을 파는 마을

상점, 봉제공방, 곡식 등을 보관하는 실내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지

난 4년동안 이루어진 사업들을 통합하는 한편 마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그웨마 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카그웨마 마을

마을주민 5,400 명

의자 80 개

무쿤구 성당 보수공사 지원

무쿤구 성당은 학교의 바로 옆에 위치하며 마을주민들이 주로 모이고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무너진 성당의 입구와 창문 등의 보수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내 

협력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제주교구 여성연합회에서도 성당 

내 의자 80개 및 옷가지를 지원했습니다.

자전거 12 대

카그웨마 희망초등학교 교사 자전거 지원 

2017년에 카그웨마 희망초등학교를 설립하며 기초교육 접근성이 낮았던 마을 

아동들이 안전한 교육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먼 출퇴근 길을 도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교사들에게 자전

거를 제공하여 출퇴근이 한결 용이해지며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교

육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실 15 개



달걀과 닭고기의 공급이 불안정한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진다 마을 내 양

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동의 양계사를 건축하고 벨기에산 산란계 800마

리를 수입한 후, 본 사업을 계기로 조직한 무진다 마을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

어 사업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현재 하루에 400개 가량의 달걀을 생산하여 주

민들의 소득을 높이며 아이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진다 마을 생계지원을 위한 양계사업무진다 마을

협동조합원 60 명 하루 400 개 달걀 생산

최정숙여고의 재정 자립을 위해 교내 병아리 부화장 사업을 시

작했습니다. 부화장 축사를 건축한 뒤 설치한 부화기에 우간다

에서 수입한 달걀을 부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태어난 병

아리들을 닭으로 키워 유정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화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수입 외에 산란계를 

구하기 힘든 부룬디에서 달걀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부화

장의 수익은 모두 최정숙여고 운영비로 쓰이게 됩니다.

2018년 8월에 설립한 최정숙여자고등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교육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식품가공 특별

과정이 있는 만큼, 과학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과학실 기자

재를 제공하였고,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총 1243권의 책을 구

매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부룬디 방문 때 ‘최정숙

을 기리는 모임’에서 최정숙여고 전교생 176명에게 장학금, 80

명의 신입생에게 생리대를 전달하였습니다. 

최정숙여고 운영 지원(과학실 기자재, 도서, 장학금)최정숙여고 전원 병아리 부화장 지원사업

병아리 

1,550 마리

최정숙여고 학생

176 명

카마카라 희망초등학교 건축카마카라 마을

부룬디 내전 종식 후 6500세대 이상의 난민들이 귀향했지만 학교 등 각종 인

프라가 부족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카마카라 마을. 천 여명의 아이들

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카마카라 희망초등학교를 건립했

습니다. 마을주민들 또한 일주일에 하루 노동봉사에 참여하는 등 건축에 적극

적으로 앞장섰습니다. 2019년 9월 개교한 학교는 총 15개의 교실과 18칸의 

화장실, 사무실과 각종 학교설비를 갖춰 카마카라 이웃 마을의 아이들도 다닐 

수 있습니다.

아동 1,050 명 교실 15 개

2019 활동 보고6 7



탄자니아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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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전환하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마사이족. 이들이 엔데베시 마을에 성공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

습니다. 국가 공용어인 스와힐리어 교육을 통해 외부 

사회와 단절됐던 마사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

었고,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위생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주민교육

과 소득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마을발전센

터를 건립하였습니다. 특히 엔데베시 주민들은 직접 센

터 건립의 기획, 실행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건축 작업

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사이부족을 위한 엔데베시 마을 공동체 개발사업

사업지역 킬리만자로 주, 므왕가 구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스와힐리어,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부족언어인 Maa만을 사용하여 탄자니아 내 타 부족들과의 소통

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마사이족. 작년 이맘때 50명의 

마사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스와힐리어(국가 공용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날이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연말고사

에서 대부분이 합격하여 내년에는 중급 스와힐리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젠 다들 시장에 가서 혼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라 하니 대단하죠!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연말 행사에서 우수 학생들은 마사이 의상을, 다른 학생들은 학용

품을 상품으로 받고 모두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생•생•현•장

보건위생 

50 명 교육 

스와힐리어 

50 명 교육 

건축봉사 

50 명 참여 



짐바브웨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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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잠베지 강 인근에 거주하던 통가 부족은 정부

의 개발 정책으로 황무지와 같은 고퀘 지역에 강제이주

를 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식수 시설이 갖춰져 있

지 않은 탓에 이들은 말라버린 강의 바닥을 파거나 진

흙 웅덩이에서 얻은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요리하고 

씻는 데에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마드하무와 말림리메 

학교 내 태양광을 이용한 식수대 2대를 설치하였고, 보

건위생과 식수대 관리 교육을 함께 실시해 지속적인 물

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고퀘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전보다 쉽게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사업지역  미들랜즈 주, 고퀘 북부 지역

협력단체  ABDO

주민 3,210 명 식수대 2 대 설치

고퀘 식수개발사업

2019 활동 보고8 9



모파니파크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

짐바브웨의 농촌지역인 모파니파크에서 3년째 장학사업을 추진하

였습니다.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30명

에게 학비와 교복, 구두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장학생 전원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여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 

사업은 앞으로 ‘여성경제센터’ 등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지역  차카리, 모파니파크 지역

협력단체  ABDO

초등학생 40 명 중학생 30 명

렌츠윈(Lencwin)
18살 / 고퀘 지역 학생 5줄 반

마을에 우물이 생기면서 가장 일상이 달라진 건 아마 저같은 여자아이들일 거에요. 우리는 매일 

등교 전후에 물을 길어오는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밤이 긴 겨울에는 정말 가

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을 길으러 가는 길이 깜깜해서 성폭력이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거

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아직도 경찰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학교를 그만 두고 일찍 결혼

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지난 10월, 우물이 생기면서 이런 현실이 조금씩 바뀌어가

고 있어요. 매번 물을 같이 길으러 갈 사람을 구하는 번거로움, 그것보다 혼자 가게 되었을 때의 

두려움을 이제는 겪을 필요가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물 덕분에 이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사바나초등학교 마을공동체 병아리 지원사업

사업지역  마쇼날랜드 주, 산야티 구역

협력단체  ABDO (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참여주민 50 명 장학금 6 명

짐바브웨 사바나 공동체의 자립을 위해 마을 내 쿠싱가(Kushinga)

와 Tichagarika(티차가리카) 모임에서 양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

다. 모임원들은 600마리의 병아리를 6주 동안 닭으로 키워 시장에 

판매하였습니다. 양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개인들의 소득원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도 쓰여 마을 내 자립의 선순

환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임원 전원의 자녀와 

사바나초등학교 재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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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삶이 파괴된 은워야 농촌 지역 여성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앗간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업을 통해 얻은 수확물을 방

앗간에서 가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300명의 여성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방앗간 내 기계 관리자, 판매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방앗간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방앗간 건축 및 옥수수 분쇄기 지원

사업지역  굴루 은워야 지역

협력단체  NWDI

여성 300 명

소 2마리와 쟁기 지원

내전의 피해를 입은 은워야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을 당해 미혼모로 살

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소득원이 없어 극심한 빈곤을 겪고 이들의 자녀들 또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삶의 개선을 위해 ‘아나카’ 

농민그룹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소 2마리와 쟁기를 지원하여 여성들이 보다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지역  굴루 은워야 지역

협력단체  NWDI (Nwoya Women Development Initiative)

여성 40 명 소 2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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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캄팔라와 굴루 지역의 재래시장에는 대체로 문맹이고 미

혼모 가장인 소외계층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열

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판매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시장여성

들의 협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여성상인들을 대상으로 협동

조합과 비즈니스역량강화 교육, 시장리더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과 갈등해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 설치, 안전을 위한 시장 출입증 발급 등 시장의 위

생과 안전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사업

사업지역  캄팔라, 굴루 지역

협력단체  IST (Institute for Social Transformation)

우간다의 여아들은 사회적 편견과 조혼, 매매혼 등의 악습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와키소 

지역 내 여아 교육을 위한 다목적센터를 건축하여 주중에는 중

퇴한 여아, 주말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 및 컴퓨터 교육과 봉제, 수공예 등의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지역 여아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

시에 독립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역량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여아 교육을 위한 
다목적센터 건축사업

재래시장 3 개 협동조합교육 240 명 참여

시장리더 교육 117 명 참여

사업지역  와키소 구, 칼리티 마을

협력단체  DHF (Direct Hand Foundation)

기술 교육 102 명 교과 교육 70 명

컴퓨터 교육 100 명

키데라 마을의 소외되고 빈곤한 여성과 여아들을 위한 요셉교육센터를 건축하

고 있습니다. 6개의 교실을 포함한 2개의 교육동, 1개의 행정동과 식수저장탱

크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행정 절차로 인해 부지 매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

재는 건축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20년 4월 완공 예정이며 

교과 교육, 컴퓨터 교육과 동시에 봉제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경제

적 자립을 도모하려 합니다.

여성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요셉 교육센터

사업지역  부옌데 구, 키데라 마을

협력단체  DHF

여학생과 중퇴여성 200 명 교실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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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플레 구 마을만들기 사업타플레 구 마을

사업지역  고르카 지역, 타플레 구

협력단체  SoD Nepal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네팔 대지진으로 무너진 마하락시미 학교의 재건 사업을 계기로 시

작된 타플레 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느덧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

다. 최근에는 마을여성들이 직접 조직한 ‘마하락시미 여성협동조합’

을 중심으로 봉제, 농업, 가축 등 자체적인 소득 사업들을 펼치며 지

속가능한 자립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을발전센터 건립

‘타플레 구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하락시미 여성협

동조합’은 마을 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생산과 

교육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이에 소득사업과 교

육활동, 생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타플레 마을발전센터

를 건립하였습니다. 약 5개월 만의 공사 끝에 지난 10월, 3층짜리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이는 봉제 공방, 직조 교육실, 마을 상점, 마을 

회의실, 협동조합 교육/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협동조합원 38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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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교육 주민 기술교육 및 수익창출

마하락시미학교 교육 지원

여성의 건강과 리더십, 협동조합을 주제로 각각 역량강화 교육

을 진행했습니다. 건강 교육에는 처음으로 마을남성들도 함께 

참여해 여성의 산부인과 질병 예방을 향한 공동책임을 인지하

게 되었습니다. 리더십 교육의 경우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이번

에는 참여자 모두가 직접 발언해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습니

다. 이에 협동조합 강의와 투자/마케팅 상담을 겸해 조합원들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업의 열의가 높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교복, 학용품, 생리대 등을 지원해 중퇴를 막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약물 중독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소셜드라마(연극)를 연출, 공연하였으며 다양한 부족 문화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전통춤과 노래 등의 문화활동을 펼쳤습니

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연극 외 문화활동을 함께 즐기며 학

교는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 화합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학생 생리대 지원 

500 명
장학금/교육물품 지원 

51 명

소셜드라마/문화활동 참여 65 명

건강 교육 205 명 리더십 교육 31 명

협동조합 교육 234 명

양계사 건축 및 양계업 교육

‘마하락시미 여성협동조합’ 내 소모임인 ‘서로소티 여성모임’

이 작년부터 진행하던 양계 사업을 보다 확장하였습니다. 기존 

500마리 규모의 두 배인, 1,0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양계

사를 건축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양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

육을 받았습니다. 

양계업 교육 62 명

직조기술교육

봉제공방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의류 생산을 지속하되 천을 만드

는 직조기술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여성 6명에게 3

개월간 교육을 진행하여 양질의 상품 생산이 가능한 직조기술자

로 양성하였습니다.

직조기술자 양성 6 명

농업교육

현대적인 농법을 익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역농부 

103명에게 3회의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과

학적 농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협업

의 중요성, 농산품 마케팅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 농부들에게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염소

총 13가구에게 각각 2마리씩의 염소를 배분하고 사육과 관련된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자유롭게 염소를 불리고 

다시 2마리의 염소를 재단에 돌려주는 방식이라 마을 내부에 자

립의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참여 13 가구

지역농부 103 명



인도
India

2

     0

1

9

달리트 7개 마을 식수개발 사업

달리트 중에서도 더욱 억압받는 아룬타티아 사람들은 타 카스트들

의 차별로 식수 획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7개 마을에 각각 400피트 깊이의 우물과 2대의 수동펌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을별

로 식수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물과 환경에 대한 주민교육을 시행하

여 식수시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지역  타밀나두 주 나마칼 지역 내 7개 마을

협력단체  WORD

375 가구 우물 7 개

2017년, 생활고와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던 달리트 여성가장들과 

함께 설립한 안나농장은 최근 해당지역의 잦은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설치했던 우물을 추가로 

300피트 깊게 파는 작업을 실시하여 농부들이 한층 안정적으로 농

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농장 우물 추가지원 사업

사업지역  타밀나두 주 나마칼 지역

협력단체  WORD

여성농부 25 명 우물 850 피트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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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사업

인도 4개의 주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달리트 출신 청년을 발굴, 기

업가 및 공동체 지도자로 양성하여 지역 내 친환경적인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의 권리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2019

년은 총 3년 계획 중 1년차로, 뉴델리 내 6명의 달리트 청년을 선발

한 후 한국 방문교육과 인도 내 기술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뉴델리에서 재활용 컴퓨터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Era 

Genext Recycling Solutions을 비공개 유한책임 형태로 설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업지역  델리, 우타르 프라데시 주, 우타라칸드 주, 비하르 주 

협력단체  CSEI (Center for Social Equity and Inclusion)

타 카스트의 농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각종 인권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던 인도 남부 칸치푸람 지역의 달리트 여성농민들은 2014년

에 공동농업단지를 꾸리고 유기농업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

게 6년째를 맞이한 여성 유기농업 단지는 공영TV에 사례로 방영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농업용 우물과 

점적관수 시설, 덩굴채소 재배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

법 및 협동조합과 리더십 교육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한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

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달리트 여성 유기농업 개발사업 

사업지역  타밀나두 주 칸치푸람 지역

협력단체  HRDF

참여 60 가구 참가자 평균 월소득 121 달러

샐비(Selvi)
14살 / 나마칼 지역 아동

저는 이번에 우리 마을에 우물이 생겨서 너무 기뻐요. 그전에는 엄마랑 같이 한 시간 넘게 우물

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또 돌아오는 길은 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오고 가야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물을 긷느라 학

교에 늦기도 하고, 또 힘이 들어서 아예 학교를 결석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

하고 제 자신이 못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꿈꾸던 우물이 우리 마

을에 생겼어요! 드디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해요.

하루에 두 번씩 물 긷는 생활은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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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권역 빈곤아동 기초교육

조이스리(Joysree) 
성 안토니 학교 학생

저희 가족은 저, 엄마, 오빠, 이렇게 3명이에요.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정형편 때문에 오빠는 따로 살고 저는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아침 일찍

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다 보니 저는 늘 집에 혼자 있곤 했지요.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하는 날들

이 이어지다 보니 말하는 법을 까먹을 정도였어요. 이 때의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하지만 성 안토니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대되어요. 기숙사에서 오빠랑 같

이 살면서 많은 친구들이랑 노래, 춤, 공부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저랑 오빠는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에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가, 오빠는 선생님이 될 거 거든요!

의사가 될 거에요!

시멀리아 마을 아동들은 지역적 고립과 더불어 생계곤란으로 인해 

공교육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 마을의 

성 안토니 학교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학습 교

구, 교복 등을 지원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체육복, 간

식, 위생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해 마을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기숙

사 아동의 식사와 침대 시트, 매트리스를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에게 

안전한 생활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지역  시멀리아 마을

협력단체  Caritas Bangladesh

아동 105 명 지원 7 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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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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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참가자 285 명 남성 참가자 46 명

일상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미얀마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사립학

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젠더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2016년부터 이어오고 있습

니다. 2019년에는 5곳의 지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젠더 교육 및 네트워킹

을 진행하고 교사용 젠더교재와 만화로 된 학생용 젠더교재를 각각 개발하였습

니다. 또한 미얀마 사회의 뿌리깊은 여성 차별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

해 성평등 권리옹호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지역  양곤 지역, 마궤 지역, 바고 지역, 사가잉 지역, 몬 주

협력단체  Thingaha

사립학교 교사 대상 젠더 역량강화 교육사업

특수교육 지원사업

미얀마의 많은 장애아동들은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 당하는 등 공교육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전문특수교육학교는 대부분 도심인 양곤에 몰려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청각/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주 5일 

교육과 영양간식, 등하교 차량, 가정방문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

한 여름캠프, 크리스마스 파티 등 정서 지원 행사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지역  카친 주, 미치나 지역

협력단체  성골롬반수녀회

장애아동 및 성인 275 명



농촌인 카낭깐 마을은 교육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주민들

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친화적 마을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학생 주도형 

위생교육과 텃밭 가꾸기, 방과후 수업 등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캠프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소통으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지역  보홀 섬, 카낭깐

협력단체  FTCP(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지역공동체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아동 249 명

필리핀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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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필리핀 세부 시에는 공동묘지나 거대 슬럼가에 불법 거주지를 짓고 사는 가정

들이 있습니다. 생계가 빠듯한 이 가정들은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어 

아동들은 자연스레 교육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세부지역 빈

곤아동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초등생 9명, 고등생 17명

에게 장학금을, 대학생 4명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지역  세부 시, 카레타/로레가/파실/수바 지역

협력단체  FTCP

아동청소년 3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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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로스 기초 수급가정을 위한 테크노 그린팜 사업

네그로스의 크리스토나 공동체는 주민번호가 없을 정도로 제도권 밖에 속한 소

외계층입니다.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던 이들이 정기적인 노동으로 안정적인 소

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경작지인 ‘테크노 그린팜’을 운영합니다. 마을 근처에 

0.5헥타르 토지를 임대하여 공동 농장을 꾸린 뒤 양계와 채소 재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물은 매일 판매하며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사업지역  네그로스 오리엔탈 3지구

협력단체  MUAD-Negros

참여주민 12 명

몽골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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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희망의 숲 자립 기반 지원사업

한국희망재단은 10여년간 몽골 바양노르 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숲을 꾸려 왔

습니다. 2019년에는 수확물을 가공하기 위한 착즙기 등의 가공시설과 협동조

합 관리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카메라 등의 사무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3,000그루 나무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점적관수도 설치하였습니다. 숲이 거의 

조성된 현재, 이제 주민들은 조림사업을 통해 온전한 자립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불간 아이막, 바양노르 솜

협력단체  푸른아시아

협동조합원 42 명 나무 3,000 그루



Laos

Burundi

India

Cambodia

Myanmar

Thailand

현지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한국희망재단은 해외에 지부를 설립하기보다는, 현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중

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는 현지 협력단체의 성장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발한 역량강화 사업을 펼

쳤습니다. 각 국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적재적소의 교육으로 현지 파트너들의 

리더십을 향상하고 단체 발전의 원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인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01

달리트 출신 예비기업가와 협력단체의 활동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친환경적

인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해 3월, 활동가 2명이 

먼저 한국에 방문해 사회적경제 세미나에 참여하였으며, 5월에 예비 사회적 기업

가 6명도 함께 방문하여 재생컴퓨터와 재생자전거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세미나 및 견학과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교육들을 

바탕으로 실제 인도 내 재생컴퓨터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입니다.

국가  인도

협력단체  CSEI

예비 기업가 6 명 협력단체 활동가 2 명

국가 수 6 나라

협력단체 8 단체

진행된 교육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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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3개국 청년농부 방문연수 교육02

부룬디 협력단체 역량강화03

아시아 3개국 9명의 청년농부들이 한국의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도시화의 바람 

속에서 농촌을 지키며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유기농산물 생산

을 체계화하고 판매 경로를 개척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이들은 한국에서 한살림과 가톨릭농민회의 생산지들을 견학하며 협동

조합 중심의 농촌 공동체 시스템과 유기농법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더불어 한국 

청년농부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연대를 형성하였으며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확

신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방문 후 메콩강 청년농부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현재까지도 서로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협력단체  TVS(태국), TRK(캄보디아), GCDA(라오스)

참여자 9 명

재단은 부룬디 내 협력단체 IPSDI와 협동조합 COCOKA, KACHOCO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IPSDI는 2011년부터 재단과 함께 부룬디 취약계층을 위한 발걸

음을 함께한 NGO입니다. 협동조합 COCOKA와 KACHOCO는 마을발전 사업을 

추진했던 카그웨마, 카루라마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입니다. 이들은 정

보화 기술과 공동체 경험의 부족으로 전략적인 조직 관리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

다. 이에 8명의 활동가들과 12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각 3일씩 교육을 지원하

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부룬디 지역사회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더욱 더 굳게 다졌

습니다.

국가  부룬디

협력단체  IPSDI Burundi, COCOKA, KACHOCO

협동조합원 12 명 활동가 8 명

갈등을 넘어 평화로04

1945년 독립 이래 현재까지 미얀마 내에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6월과 11월, 미얀마 NGO활동가와 교사 34명과 함께 갈

등 해소와 평화 구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민중교육론 중심으로 평

화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11월에는 문화를 통한 갈등해소 교육이 이루어졌

습니다. 이 움직임이 갈등을 넘어 평화로 향하는 미얀마의 작은 도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국가  미얀마

협력단체  Thingaha

참여자 50 명



2019 재정보고

+후원금

기타수입

이월금

공모사업
보조금 외68%

1%

20%

12%

항목  2019년 

후원금 1,756,844,228

공모사업 보조금 외 300,076,622

기타수입 17,605,081

이월금 522,796,536

소계 2,597,322,467

2019 수입 현황

단위: 원

+
해외사업

지원비

기획 홍보사업비

국제연대비

운영비

후원사업활동비

기타

사업
준비금

63%

23%

4%

4%

4%

1%

0%
항목  2019년 

해외사업지원비 1,640,285,082

국제연대비 116,451,541

기획 홍보사업비 114,825,470

후원사업활동비 38,854,595

운영비 97,740,811

기타 210,074

2020년 사업준비금 588,954,894

소계 2,597,322,467

2019년 지출 현황

단위: 원

지역개발
소득증대

교육
사업

역량강화교육비

차별극복
인권옹호

국제연대 및
교류비

36%

53%

5%

6%

1%

항목  2019년 

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585,332,126

교육사업 863,734,887

차별극복 인권옹호 106,501,488

역량강화 교육비 74,260,319

국제연대 및 교류비 10,456,262

소계 1,640,285,082

해외사업비 현황

단위: 원

2019 활동 보고22 23



아래의 CMS 출금 이체에 동의하시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후원금을 자동이체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기본 정보

예금주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매월 10일 25일    

출금은행

이체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추천인 

후원 금액 월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CMS 출금 이체 동의서

기부금영수증

본인은 한국희망재단 CMS를 이용하여 정기후원금을 내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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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절취선

톡톡. 

작은 손이 의자 대신 앉는 돌멩이의 흙을 대강 털어냅니다. 

까끌까끌. 

책상 대신 바닥에서 공부하니 자꾸만 모래가 묻습니다.

덜컹덜컹. 

지푸라기와 나무를 엮어 만든 지붕은 힘없이 흔들립니다.

장대비와 흙바람을 견디며, 

오늘도 학교를 지키는 짐바브웨 고퀘 아이들.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튼튼한 학교로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해주세요. 

돌멩이 의자와 모래 책상, 
우리 학교에요!

후원문의

후원계좌 농협 063-01-206556 (사)한국희망재단

신한 140-007-193205 (사)한국희망재단

02-365-4673

*보내주시는 후원금 전액은 짐바브웨 고퀘 지역 학교 건립사업에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