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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따뜻한 세상을 열다

2017년 전 세계 9개국에서 펼쳐진 재단의 협력사업들은

절망뿐이던 소외지역에 햇살처럼 온기와 생기를 일으키고

메말랐던 이웃들의 얼굴에 미소와 꿈을 되돌려주었습니다. 

나눔은 기적처럼, 모두의 가슴에 

새 봄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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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MISSION

CORE VALUES

한국희망재단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함양

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지구촌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국제 연대 (International Solidarity)

한국희망재단은	현지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대관계	형성과	현지	협력단체의	역량강화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지부를	설립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단체가	현지의	자조개발	사업을	이끌어갈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국제 연대 (International Solidarity)

한국희망재단은	현지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대관계	형성과	현지	협력단체의	역량강화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지부를	설립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단체가	현지의	자조개발	사업을	이끌어갈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지구촌	빈곤한	이웃의	자립과	인성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국제교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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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

역량강화(기술)

기자재지원

가축지원

운영비지원

센터건축

활동가교육

농업지원

장학사업

마을은행

전체 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

교육사업

차별극복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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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업 국가 9개국



교사

재학생

수혜자

수원지부터

마을까지 거리

수혜자

명

명

명

명

km

주변에	학교가	없어	기초교육	접근성이	낮았던	

카그웨마마을	아동들을	위해	2017년	초등학교

가	건립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학교인만

큼	많은	학부모들이	10개월	간의	공사기간	동안	

건축봉사에	앞장섰습니다.	

개교	첫	해인	올해는	총	752명의	학생들이	입학

하였습니다.	이	중	1학년은	325명이며,	2~7학

년까지	427명은	먼	곳을	통학하다	카그웨마희

망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에서	파견된	1명의	교장과	13명의	교사들이	학

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건립은	지역	문해율	향상에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수인성질병에	시달렸던	카그웨마마

을	주민들이	식수개발사업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수원량이	부족함에	따라	25km	떨어진	

산에서	1차로	식수를	모으고,	물은	자갈과	모래

를	활용한	자연정수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마

을까지	25km	구간은	지하에	수도관을	매립해	

물길을	내고	마을	인근에	75,000리터	대형물탱

크를	통해	마을개수대까지	전달됩니다.	식수발

원지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상당하지만	중력차를	

이용한	물의	압력으로	전기없이	물길이	이어집

니다.	25km	중간지점마다	물길을	나누어	인근	

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그웨마 희망 초등학교 건축

카그웨마 1지구 식수개발

14

752

1,528

25

5,385

아프리카의	작은	심장이라	불리는	부룬디

는	벨기에의	식민통치와	종족	간의	내전으

로	오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이는	극심

한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2개마을에서	마을개발사업이	중

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업지역	｜	부반자	주(州)	카그웨마·카루라마마을

협력단체	｜	IPSDI	BURUNDI	

부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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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염소

개간 농지

새끼염소

생산거름

재봉교육 이수

공동 이용 공간

총 수혜자

수혜자

수혜자

110

22

37

1,000

8

4

5,385

5,385

1,888

카그웨마마을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확보를	

위해	염소농장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염소사육교육,	축사	및	울타리	건축	

노동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마을협동조

합인	COCOKA(Comminuty	cooperative	of	

Kagwema)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염소	관

리	△축사관리	△	축사보완	관리로	나누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구입	염소	110마리	중	18마리는		

협동조합사업이	먼저	시작된	카루라마마을	희망	

협동조합(카초코)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염소는	수의사의	정기검진으로	건강하게	관리되

고	있고	최근	새끼염소	37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영양	결핍을	겪는	카그웨마마을	주민들의	식량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개발사업이	추

진되었습니다.	

1년	차인	2017년에는	농지	조성을	위한	기반공

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2헥

타르의	땅에	관개	농수	및	관개용	수로를	설치하

였고,	현재	농지개간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년	차에는	마을주민들이	농업전문가로부

터	유기농업을	교육받은	뒤	밀,	채소	및	콩,	모링

가,	과실수,	쌀	등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카루라마마을	자립사업의	

성과를	통합·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협동조합	활

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17년	다목적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센터는	마을	상점,	봉제실,	비

누공방,	다목적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으로	공동농업단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비누제작	및	판매,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

걀	판매,	봉제기술교육	및	생산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생산기술교육,	주민	문해교육,	협동조합	

총회	및	상시적	회의가	이뤄지고	있고	마을행사

와	소모임도	개최됩니다.	

카그웨마 염소농장 지원

카그웨마 농업개발 사업

카루라마 다목적센터 건립

명

명

명

명

개

마리

마리

kg

헥타르



농지면적

마을 수

초등학생

중학생

학비$(초등/연)

학비$(중등/연)

수혜자

불규칙한	우기,	빗물에	의지한	농사로	농업생산

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파니파크	주변	6개	마을.	

이	곳	주민들의	농업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관개시설	구축	및	농토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습

니다.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4헥타르의	토

지	중	우선	12헥타르에	돌과	나무	및	수풀을	제

거하고	토지를	개간하였습니다.	현재	농수공급

을	위한	수로를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

업기술교육을	통해	병충해	예방,	효율성이	높은	

재배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농업기반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는	50명의	주

민들이	본격적인	농사에	돌입합니다.	

생활고로	중퇴	위기에	놓였던	모파니파크초등학

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장학생	대부분은	에이즈로	부모를	여윈	고아나	

편부모가정의	아동들입니다.	

올해는	모파니파크	초등학교	출신	중학생까지	

수혜자를	확대해	학생들에게	학비와	교복,	신발

을	지원했습니다.	보호자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연간학비	중	소액은	학부

모가	매칭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도자	및	학교	개발위원회에서는	학생들

의	교육활동을	돕고,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

한	인식을	개선시켰습니다.	

모파니파크 농업 관개시설 구축

모파니파크초등학교 장학사업

24

6

55

15

45

150

3,840

정치적	혼란,	경제	위기로	국가재정이	파탄

에	이르렀던	짐바브웨.	

2017년	재단에서는	계절노동을	찾아다니

던	주민들이	정착해	마을을	이룬	모파니파

크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을	추진하였습니다.	

짐바브웨

사업지역	｜	짐바브웨	차카리	모파니파크지역

협력단체	｜	ABDO	(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명

명

명

개

헥타르

달러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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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위원회

은행 회원

건축봉사

수혜자

7

356

73

3,840

책걸상이	없어	종일	마루	바닥에서	엎드려	공부

해야	했던	모파니파크초등학교	학생들.

불편한	자세때문에	수업시간	중	다리에	쥐가	나

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책걸상	지원사업	덕분에	학생들은	편안한	자세

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집중도도	높아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차카리지역	6개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여성

경제활동센터	건축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센터에는	지역여성들의	인식개선교육,	기술교

육,	수확	농산물	판매,	활동	증대를	위한	공동

공간(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향후	약	

1,200명의	여성들이	센터를	기반으로	경제활동

을	활발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금융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기반	

마련을	돕는	마을은행사업도	추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총	7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6개	마

을	별	1개씩,	마을	농부들로	구성된	1개의	소위

원회	추가	구성)	지난	6월부터	매월	1회씩	회의

를	진행하며	마을은행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성과로	지난	연말	356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저축	및	소액대출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	이름은	제파		코카이네	(Zepha	Kocaine)이고	열	네	살	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세	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와	제	동생들을		돌봐주던	할머니는	몹시	가

난해서	학교를	보내주실	수	없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던	저는	때때로	광산	

일을	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일이	위험해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2016년	마을어른들이	저를	모파니파크초등학교	장학생으로	추천해주었고	

저는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모파니파크학교 책걸상 지원

여성경제활동센터 건축과

마을은행사업

광산 일 대신 

공부를 하게 된

14살 제파

학교 재학생

지원 책걸상

600

350

마을 수

6

명

명

명

개

개

일

개 



수혜자

3,840

신입생(수)

기존 통학거리

신입생

건축 기간

마사이들의	기초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건축사업

이	3년	간의	순항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업은	2015년	식수개발,	2016~2017년	학교	

건물공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	간	주민

들은	자재운반	등	노동봉사를,	지방정부는	건축

부지를	제공하며	협력하였습니다.	

엔데베시초등학교	완공식은	2017년	9월	열렸

습니다.	학교는	2018년	1월	8일	개교해	64명이	

입학했고,	3월까지	전학생을	모집합니다.	

학교	건축은	마사이들의	문해율	향상,	소득창출	

기회	증대,	특히	여아들의	기초교육	기회가	확대

됨에	따라	조혼	축소,	역량강화와	여권신장에	기

여할	것입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를	매일	25km씩	통학하

느라	중퇴율이	높았던	지역의	청소년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은조로중학교	

건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실	6개,	

화장실,	이번에	재단이	지원한	실험실까지	갖추

게	돼	중등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

다.	은조로	중학교는	지난	1월	2일	개교해	총	40

여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현재	전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마사이공동체 초등학교 건축

은조로중학교 실험실 건축사업

64

25

40

3

기후변화로	인해	유목생활이	힘겨워지자	

점차	정착생활로	접어들고	있는	마사이족.	

하지만	높은	문맹률은	사회적	고립과	빈곤

을	낳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2017년	마

사이들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탄자니아

사업지역	｜	킬리만자로	주(州)	므왕가	구(區)	

협력단체	｜	The	Grail	Tanzania

명

km

명

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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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부

총 수익금($)

수확량

텃밭 참여 가구

사업 마을

환경교실 학생

수혜자

150

79,469

184,303

1,170

5

180

7,580

신분	상의	차별로	식수난을	겪었던	5개	달리트	

마을에	깊이	125미터,	지상	6.5사이즈,	1500리

터의	물탱크를	갖춘	우물이	건립되었습니다.	

2월	현재	3개마을	우물이	완공되었고,	나머지	2

개	마을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식수	확보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물을	긷다	상층카스트의	폭력에	노출됐

던	여성들도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은	식수관리위원회를	꾸려	수질	검사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1000그루의	묘목을	마을에	

식재하였습니다.	가구	별	텃밭사업,	아동들을	위

한	환경교실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HRDF와	달리트들의	토지반환운동의	결실로	과

거	상층카스트가	착복한	153에이커를	돌려받아	

3개마을	공동농업단지	토지로	활용했습니다.

여성농부	150명은	마을	별	여성유기농협동조합

을	설립한	뒤	유기농업기술을	배웠으며,	지역세

미나를	통해	생산물을	선보이고,	유기농업	경험

을	인근	마을	여성들과	교류하였습니다.	

트랙터로	농업활동에	효율성이	높아져	생산량과	

소득도	늘었습니다.	주민들은	가지,	뱀오이,	여

주,	땅콩,	빈디,	쌀	등	건강한	곡식과	채소를	생

산하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여성농부들은	

식량	확보와	소득창출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달리트공동체 식수개발사업

달리트 여성 유기농업 개발사업 사업 마을

3

카스트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인도.	

카스트계급	밖의	이들을	불가촉천민(달리

트	Dalit)이라	합니다.	달리트는	극심한	사

회적	차별과	인권	억압,	빈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2017년	달리트의	경제적	자립

과	위생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도

사업지역	｜	타밀나두	주(州)	칸치푸람지역

협력단체	｜	HRD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사업지역	｜	타밀나두	주(州)	칸치푸람지역

협력단체	｜	HRD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개

개

명

명

톤

달러

명

가구



여성농부 수

참여 아동 수

25

115

참여 청소년 수

농지면적

사업마을

운영 센터

수혜자

신분과	종교로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는	뉴델리	

외곽	2개	빈민촌	아동청소년들의	역량	개발과	

사회	진출을	돕는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ERC는	아동들이	자

신의	재능과	관심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래,	

연극,	공예	등	예체능수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아동들이	학업성적이	향

상되었고	노래경연,	그림대회,	표어짓기대회	등	

예체능	대회에서	입상을	거두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YTH는	동기부여,	리더십	교육	등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과	취업에	필요한	영어,	컴

퓨터	등의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취업	성공

률을	높이고	삶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불가촉천민	중에서도	더	차별받는	아룬타티아계

급.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가장들

의	일자리	및	소득확보를	위해	유기농	원예작물	

공동재배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5개	마을	25명의	여성들은	농업협동조합을	결

성해	1헥타르의	공동농지를	구매하여	협동조

합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농장이름은	안나팜

(Anna	Farm)입니다.	Anna는	타밀어로	'형'이

란	의미인데,	이	농장이	여성농부들을	형처럼	따

뜻하게	돌볼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여성들은	8일	간	유기농업교육에	참가하였고,	

현재	183m의	농업용	우물과	관개시설	등	농업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원예작물 공동재배

농수개발 사업

뉴델리 소외아동을 위한 

교육센터 지원사업

50

1

5

4

105 사업지역	｜	타밀나두	주(州)	남마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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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역	｜	인도	뉴델리	외곽	슬럼가	2곳

협력단체	｜	CSEI	(Center	For	Social	Eqity	And	Inclusion)

개

명

명

개

명

명

에이커

제	이름은	칸니얌말(Kanniyammal)입니다.	현재	유기농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HRDF가	천연	살충제와	토종종자	관리	등	유기농업

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을	해주어	저희들은	건강한	유기농채소들을	재

배하고	있어요.	수확을	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늘	행복합니다.	

천연	종자	관리를	꾸준히	해	주변	이웃들과도	나누고,	다른	마을의	농

부들도	저희를	찾아와	유기	농업	방식을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평생	낮은	신분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던	저와	제	동료들은	유기농업을	

시작하고부터	삶의	자신감이	향상되었어요.	

"유기농업과 함께

제 삶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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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23% 24%

331

242

254

1,167

건강검진 증가

여성건강교육

여성권리교육

리더십교육

고민 공유 증가

협동조합 강좌

명
명

명 명

명

다양한	마을	강좌를	통해	여성들의	건강개선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 여성건강교육

고르카지역병원	의료전문가를	초청해	부인과질

병	개념,	생리기간	신체보호의	중요성,	응급처치	

훈련,	위생개념	등	건강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민간요법에	의존했던	여성들은	현대의

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이후	보건시설을	

통해	건강검진	비율도	23%	이상	높아졌습니다.	

· 여성권리교육

여성권리교육을	통해	남성중심의	보수적	전통으

로	빚어지는	남녀차별,	성폭력,	성적학대	등	인

권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여권신장의	필요성과	

방안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 리더십교육

여성들의	역량개발	방도,	리더의	역할,	사회발전	

위한	여성의	역할	등을	소개한	리더십교육도	성

황리에	열렸습니다.	강좌	후	여성들은	자신감과	

적극성이	향상되었고	24%의	여성이	고민과	문

제를	청중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강좌

협동조합의	개념	및	필요성,	신용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발전	등의	주제로	협동조

합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 인식개선 교육1

타플레 구 마을 발전(개발)사업

총 교육 참가자

2015년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	

어	빈곤문제가	더	심화된	네팔	타플레	구.	

재단에서는	마하락시미학교	재건사업에	이

어	2017년	주민	역량강화	및	소득기반	마

련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1년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팔

사업지역	｜	고르카	타플레	구	

협력단체	｜	SoD	Nepal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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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8

6

재봉기술교육

장학금

교복제작 참여

교육품 지원

대나무공예품

소셜드라마

문화활동

염소지원

명

명

명

명

명

명

가구

15

11

58

주민 기술 교육

마하락시미학교

교육지원사업

2

3· 장학사업

학업의욕은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마하

락시미학교	6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교복,	

기초교육물품을	지원했습니다.		

· 소셜드라마와 문화활동

남녀차별	등	인식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이

슈가	학생들의	손에서	소셜드라마로	제작되어	

학교와	마을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여러	부족과	종교가	어우러져	있는	타플렛	구의	

특성에	맞게	부족	별	전통	문화	익히기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재봉기술교육

15명의	빈곤여성들이	6개월	간	재봉기술훈련을	

통해	교복,	의류,	치마	등	의류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후	6명의	여성은	생산센터에

서	교복제작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여성들도	

습득한	기술로	구직이	수월해졌습니다.	

· 대나무수공예품 제작

지역	내	풍부한	원료인	대나무를	활용해	특산품

을	제작하는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훈련으로	주민들은	의자,	책장,	의자	등	다양한	

소품을	제작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염소지원사업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을	위해	염소지원사업

이	추진되었습니다.	8개의	그룹을	형성하여	올

해는	그룹	내	1가구씩,	총	8가구에게	염소	2마리

씩을	배분하였습니다.	

저는	타플렛	구에	살고	있는	36살	카말라(Kamala	Shrestha)입니

다.	저희	집은	대지진	이후	생활고가	심해졌어요.	자녀들을	돌봐

야	하는	저는	늘	책임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왔어요.	

작년	6개월	간	재봉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어

요.	이제	저는	교복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하루에	1개씩	만들	수	

있는데,	꾸준히	일을	하며	소득을	얻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수

입의	5%를	저축하고,	재봉기술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고	싶어요.	

"재봉기술로

삶의 자신감을 

얻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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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인원 화장실, 샤워장

56 4

건물이	낡고	부식되어	안전성과	위생에	취약

한	기숙사건물을	재건축하였습니다.	

성안토니학교는	재학생	중	부모가	없거나	방

치되는	아동들을	위해	기숙사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6개월간의	공사	끝에	2층	침대와	

샤워실,	화장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갖춰

진	기숙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성안토니학교 기숙사 재건축

가난한	지역	토착민들이	거주하는	방글라

데시	시멀리아마을.	부모세대의	문맹과	빈

곤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

습니다.	성안토니학교를	통해	소외아동의	

기초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개각명

수혜자

70

성안토니스쿨은	유치원,	초등	1~3

학년까지만	운영하는	비정규초등학

교입니다.	

2018년	교복,	영양식과	학교	운영

비가	지원되어	지역	소외아동들이	

기초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

었습니다.	

학생들은	벵골어(방글라데시	공용

어)와	산수,	역사,	사회	등	기초교육

을	배우고,	학업에	의욕이	높은	아이

들은	3학년	이후	인근학교로	편입해	

상급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안토니학교 운영 지원
명

사업지역	｜	다카권역	시멀리아마을

협력단체	｜	Caritas	Bangladesh

저는	성안토니학교	1학생인	피아(Pia	Rani)에

요.	가난한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	저

를	돌봐줄	수	없었어요.	저는	3년	전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학교에는	수

녀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어서	저

는	이	곳	생활이	너무	편안해요.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꺼에요.	

의사가 되고 싶은 피아



정치,	종교와	전통,	잘못된	성	관념으로	미

얀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버마	여성들은	가정생활,	

결혼에서부터	고용	기회까지	많은	사회적	

제약과	억압에	놓여	있습니다.	

미얀마

명

곳

교육 지역

수혜자

교사 대상 

성평등교육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

재단에서는	버마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킬	

젠더전문가	양성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진행하였습니다.	이	성과를	이어	향후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평등	인식을	심어주고자	사립학교	교사	대상	성

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성권리교육

3개지역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권리인

식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3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젠더	관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

수법과	학생관리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

다.	교육	후	교사들은	남녀차별문제와	여성권리

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팅가하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시간	활용할	수	있

는	교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 불교학교 지도자들과 합동회의

3개지역	학교의	불교지도자	및	교사들과	합동회

의를	통해	성(性)과	여성	권리	인식	교육을	진행

하였으며,	학교	커리큘럼	중	하나로	젠더교육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	지도자들은	성평등교육에	대해	적극	공감

하였고,	추진	시	학교의	회의공간을	대관해주기

로	하였습니다.	합동회의를	통해	지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대상 

젠더 역량 강화 교육사업

3

130

사업지역	｜	양곤	시,	사가잉	시,	라시오	시

협력단체	｜	Thingaha	Gende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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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기초교육이	무상지만	가난한	슬

럼지역	아동청소년들은	기초교육물품과	경

비가	없어	학교를	중퇴하는	일이	빈번합니

다.	재단은	2007년부터	소외	아동청소년

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필리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장학생
장학생들에게	교복,	가방,	학용품,	신발	등	기초

교육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빈민촌의	아동청소년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약물이나	폭력	등의	위험

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

지사의	가정	방문,	심리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학부

모모임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기념일	행사

도	진행되었습니다.	

장학사업	덕분에	2017년	40명의	장학생	모두	

의욕적으로	공부하였고,	그	중	6명의	학생이	전

교	석차	10위권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습

니다.

3

6

3

40

빈곤아동·청소년 학습지원사업

명

명

명

명

사업지역	｜	세부	시	카레타,	파실	슬럼가

협력단체	｜	FTCP	(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	시티에	사는	11살	니아(Neah	Bustamante)

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세탁부이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늘	집에	계세요.	그렇다보니	저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할까	마음	한편으로	늘	

두려웠어요.	그런데	장학생이	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현재	6학년이고,	학교공부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

는	학교	시험에서	평균	84점을	받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ESP(Edukasyon	sa	Pagpapakatao)과목입니다.	

"장학사업으로

밝게 커나가는

11살 니아"



농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도시

나	해외로	떠나가면서	캄보디아	시골마을

은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빈곤문제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소외지역의	자립기반	마련과	경

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추진됐습니다.	

캄보디아

예금자

대출자

총 수혜자

참여자

거리 마켓

캄보디아	소외지역의	농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서

비스	이용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신협)사업이	진

행	중입니다.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신협사업으로	과거	급전

이	필요할	때	비싼	고리대금을	이용해야	했던	주

민들은	저축을	통한	목돈마련과	대출을	통한	급

전융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생활안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476명의	예금자와	52명의	대출자가	은행서비

스를	이용	중입니다.	2017년	정부로부터	신용

금고	허가증을	받게	되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

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공동체	협동조합(Youth	 Community	

Cooperative;	YCC)	주도로	소외된	캄보디아	농

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었

습니다.	

협동조합은	상반기	농민	대상	조사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유통시킬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취합하여,	하반기부터	주	

1회씩	마켓을	운영	중입니다.	

월요마켓을	통해	유기농	야채,	과일,	허브,	음식	

등	다양한	식품과	생활재가	소비자를	만나고	있

고,	이는	지역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민	간	연대	방안,	스터디,	방문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난지역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소액대출사업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사업

640

50

주 1

476

52

명

명

회

명

명

사업지역	｜	스바이리엥,	바난지역	바탐방

협력단체	｜	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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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2017년 연말 추진된 사업

수혜자

트렉터 대여

600

600

캄보디아	바탐방지역	주민들은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위	면적	당	생산성이	낮은데

다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으로	소득	확

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곤이	심화되자	청년들은	농업을	포기한	채	인

접	국가로	불법	이주를	가거나,	구직을	위해	도

시로	떠나면서	지역은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2017년	농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농기계가	

지원되었습니다.	청년공동체	협동조합에서	트랙

터와	카트,	수확기를	관리하며	농민들에게	저렴

한	비용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로	일꾼을	구하지	못해	수확시기를	놓쳤

던	문제가	줄어들었고,	농민	당	생산량과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농기계	대여금을	

10%	더	할인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사업국가	현지	NGO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체	활동가들이	역량을	배가시켜	현지	활동에	소중한	결실을	거두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	말	총	3개국에서	4개의	국제협력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보고는	2018년	온오프라인	홍보물과	연차보고서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기계 구매사업

명

지원 단체

지원 활동가

4

5

곳

명

명

활동	국가 협력단체 교육주제 참가 교육	장소

캄보디아 TRK 사회적	기업	및	유기농업	교육 2명 태국

인도 CSEI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1명 한국

미얀마 Thingaha 역량	강화교육 1명 한국

부룬디 IPSDI	BURUNDI	 역량	강화와	리더십	향상 1명 남아공

사업	국가 협력	단체 사업명

부룬디 IPSDI	BURUNDI	 부룬디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건립	사업

부룬디 IPSDI	BURUNDI	 카그웨마	2,	3지구	식수개발사업

짐바브웨 ABDO 사바나	초등학교	건축사업

몽골 푸른아시아	 아시아	희망의	숲	자립기반	지원사업



이월금

기타수입

국제연대

공모사업

후원금

준비금

기타

운영비

홍보사업

해외사업

·	사업준비금은	차기년도	초에	지원해야	할	

		해외사업비를	예비하기	위한	용도의	자금입니다.		

2017년 수입 현황

2017년 지출 현황

2017년 해외사업비 현황

수입 현황

지출 현황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항목 	2017년	

후원금 	1,055,668,769	

공모사업	보조금	외 	101,343,590	

국제연대	수입 	8,821,700	

기타수입 	1,198,738	

2017년	사업	준비금	 	266,518,546	

소계 	1,433,551,343	

항목 2017년

해외사업비 	875,942,326	

기획		홍보사업비 	122,412,968	

운영비 	75,379,984	

기타 	14,375,731	

2018년	사업준비금	 	345,440,334	

소계 	1,433,551,343	

후원금

해외

사업비

국제연대
수입

공모사업
보조금 외

모금·홍보사업비

운영비

기타

사업
준비금

사업
준비금

74%

61%

19%

24%

1%

7%

7%

5%

1%

항목 2017년

지역개발·소득증대 	416,885,331	

교육사업 	286,535,381	

차별극복	인권옹호 	26,432,560	

기타사업	지원비	 	17,911,800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5,359,626	

국제연대	및	교류비	 	31,042,692	

국제협력비 	91,774,936	

소계 	875,942,326	

활
동
가

 역
량

기
타
지
원
비

차
별
극

교
류
비

협
력
비

교
육

지
역
개
발

해외사업비

현황

지역개발

소득증대

교육사업

기타

국제협력비

국제연대비

활동가교육

차별극복
인권옹호

48%

33%
10%

4%

4%

3%

2%

2017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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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강경숙	 	강경희	 	강대선	 	강대순	 	강명숙	 	강명신,최유진	 	 	강명혜		

강민주	 	강반석	 	강봉남	 	강서연	 	강석진	 	강성길	 	강성표	 	강수진		

강숙희	 	강숙희	 	강순갑	 	강순실	 	강순희	 	강승한	 	강연순	 	강영란		

강영숙	 	강영옥	 	강영자	 	강영희	 	강영희	 	강옥남	 	강옥수	 	강옥수		

강옥희	 	강용태	 	강의원	 	강인자	 	강장희	 	강정숙	 	강주희	 	강진아		

강태웅	 	강태현	 	강하복	 	강현숙	 	강혜숙	 	강혜진	 	강흥택	 	강희방	

강희원	 	경기열	 	계유림	 	고경민	 	고나경	 	고명원	 	고미경	 	고성일		

고아라	 	고연섭	 	고옥수	 	고은영	 	고정섭	 	고진숙	 	고창영	 	고춘성		

고현숙	 	공성미	 	곽로렌스곽정완		곽태봉	 	곽현숙	 	곽혜숙	 	구본용		

구본진	 	구성웅	 	구옥선	 	구웅회	 	구자남	 	구자복	 	구찬경	 	구충모		

권귀혁	 	권남희	 	권달오	 	권도희	 	권명순	 	권미영	 	권미희	 	권민준		

권상욱	 	권상희	 	권수자	 	권순갑	 	권순영	 	권승자	 	권영순	 	권영자		

권영태	 	권오경	 	권오경	 	권오선	 	권오순	 	권용석	 	권용전	 	권정숙		

권지원	 	권태기	 	권혁미	 	권혁부	 	권혁중	 	권혁철	 	권혜연	 	권혜지		

길경남	 	길금선	 	김가영	 	김경남	 	김경덕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아	 	김경애	

김경언	 	김경옥	 	김경옥	 	김경자	 	김경자	 	김경태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광범	 	김광수	 	김광수	 	김교관	 	김군자	 	김군희	 	김귀남		

김귀영	 	김규자	 	김근자	 	김금분	 	김금순	 	김금자	 	김금재	 	김기갑		

김기덕	 	김기숙	 	김기숙	 	김기숙	 	김기연	 	김기영	 	김기옥	 	김기용		

김기윤	 	김기호	 	김기홍	 	김길수	 	김길순	 	김길원	 	김나연	 	김나연		

김나영	 	김남열	 	김남용	 	김남진	 	김남희	 	김남희	 	김다송	 	김다습	

김다운	 	김다정	 	김대성	 	김대성	 	김대용	 	김도식	 	김도현	 	김도현		

김도형	 	김동각	 	김동건	 	김동국	 	김동균	 	김동빈	 	김동석	 	김동숙		

김동숙	 	김동순	 	김동애	 	김동옥	 	김동우	 	김동원	 	김동주	 	김동춘		

김동표	 	김동화	 	김두현	 	김란희	 	김만순	 	김말숙	 	김명배	 	김명선		

김명숙	 	김명숙	 	김명순	 	김명순	 	김명순	 	김명식	 	김명옥	 	김명임		

김명진	 	김명환	 	김명희	 	김무현	 	김문숙	 	김문정	 	김문행	 	김문환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선	 	김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옥	 	김미진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수	 	김민정	 	김민정	 	김백한	 	김범수	 	김병남	 	김병수	

김병철,김은진	 	 	김보규	 	김봉학	 	김삼중	 	김상수	 	김상수	 	김상임		

김상현	 	김	 	석	 	김석주	 	김선녀	 	김선미	 	김선미	 	김선아	 	김선애		

김선욱	 	김선진	 	김성길	 	김성녀	 	김성열	 	김성윤	 	김성은	 	김성훈		

김성희	 	김세림	 	김소혜	 	김송례	 	김수기	 	김수연	 	김수연	 	김수의		

김수정	 	김수현	 	김숙양	 	김숙자	 	김숙정	 	김순덕	 	김순래	 	김순자		

김순자	 	김순자	 	김순호	 	김순희	 	김시해	 	김시환	 	김신옥	 	김신자		

김암전	 	김애경	 	김애란	 	김애순	 	김양숙	 	김연각	 	김연숙	 	김연옥	

김연주	 	김연초	 	김연화	 	김연화	 	김연희	 	김영경	 	김영권	 	김영기		

김영대	 	김영란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석	 	김영섭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순		

김영식	 	김영신	 	김영애	 	김영애	 	김영연	 	김영예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준	 	김영철	 	김영호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예나	 	김예성	 	김예숙	 	김오영	 	김옥경	 	김옥분	

김옥순	 	김완선	 	김왕진	 	김용구	 	김용상	 	김용수	 	김용운	 	김용운		

김용일	 	김용희	 	김우기	 	김우주	 	김운희	 	김원기	 	김유니	 	김유담		

김유동	 	김유엽	 	김유정	 	김윤관	 	김윤남	 	김윤선	 	김윤숙	 	김윤자		

김윤정	 	김윤정	 	김윤희	 	김	 	율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선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자	 	김은지	 	김은희

김은진,김병철	 	 	김익균	 	김익무	 	김인숙	 	김인숙	 	김인식	 	김인아		

김인옥	 	김인철	 	김인홍	 	김인후	 	김임연	 	김장원	 	김장지	 	김재국		

김재미	 	김재숙	 	김재우	 	김점순	 	김정국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순	 	김정식	 	김정아	 	김정아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임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김정하	 	김정향	 	김정현	 	김정호		

김정화	 	김제니	 	김제생	 	김종구	 	김종선	 	김종선	 	김종옥	 	김종우

김종완,김기연	 	 	김종임	 	김종철	 	김종현	 	김종화	 	김주연	 	김주현		

김주희	 	김주희	 	김준경	 	김준래	 	김준모	 	김준숙	 	김준자	 	김준정		

김준철	 	김준호	 	김지선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홍	 	김진겸	 	김진소	 	김진식	 	김진우	 	김진일		

김진학	 	김진현	 	김진호	 	김진홍	 	김진화	 	김진환	 	김진희	 	김찬회		

김창수	 	김창호	 	김채은	 	김	 	천	 	김	 	철	 	김	 	철	 	김	 	철	 	김철현		

김철환	 	김춘란	 	김춘자	 	김춘한	 	김춘희	 	김충근	 	김충남	 	김충석		

김충환	 	김태분	 	김태선	 	김태영	 	김태오	 	김태우	 	김태웅	 	김태윤		

김태임	 	김태현	 	김태호	 	김태호	 	김태홍	 	김태환	 	김태훈	 	김태희		

김하늘	 	김하연	 	김학민	 	김학우	 	김한기	 	김한용	 	김해성	 	김현경		

김현래	 	김현미	 	김현부	 	김현수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심		

김현아	 	김현영	 	김현일	 	김현주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김현필		

김형근	 	김형기	 	김형욱	 	김혜경	 	김혜리	 	김혜미	 	김혜선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호선	 	김호정	 	김호철	 	김호섭	 	김홍욱	 	김화숙		

김효식	 	김효진	 	김훈정	 	김흥기	 	김희련	 	김희선	 	김희수	 	김희숙		

김희숙		김희순		김희순		김희정		김희정		김희철		김희태		

ㄴ·ㄷ·ㄹ·ㅁ
나병훈	 	나복수	 	나승구	 	나원흠	 	남기복	 	남기수	 	남기자	 	남동우		

남명화	 	남분덕	 	남선옥	 	남숙도	 	남숙자	 	남윤옥	 	남윤일	 	남은정		

남정순	 	남주수	 	남해경	 	남호연	 	노성한	 	노소태	 	노영란	 	노영숙		

노용휘	 	노운영	 	노유선	 	노은우	 	노점이	 	노정배	 	노희성	 	단인동		

도용운	 	도태숙	 	도희경	 	류경숙	 	류만관	 	류명숙	 	류사현	 	류상근		

류인숙	 	류지오	 	류지우	 	류춘기	 	류	 	훈	 	마영령	 	마윤례	 	마종훈	

모미순	 	모세종	 	목정균	 	문강분	 	문선재	 	문성현	 	문성환	 	문영남	

문영대	 	문완식	 	문용호	 	문재영	 	문종인	 	문지영	 	문창훈	 	문현수		

문현주	 	문혜경	 	문혜란	 	문효숙	 	문훈미	 	미도리	 	민경란	 	민경수		

민경희	 	민광순	 	민미라	 	민미화	 	민병옥	 	민수영	 	민영숙	 	민우건		

민진홍		민태기

ㅂ
박갑순	 	박건희	 	박경숙	 	박경숙	 	박경숙	 	박경옥	 	박경준	 	박경희

박계숙	 	박계화	 	박광순	 	박귀란	 	박근우	 	박근하	 	박금선	 	박금옥		

박금진	 	박기준	 	박길자	 	박나연	 	박다미	 	박다예	 	박동규	 	박동옥		

박동주	 	박래숙	 	박명선	 	박명순	 	박명자	 	박명희	 	박문규	 	박미숙		

박미순	 	박미연	 	박미영	 	박미영	 	박미화	 	박민나	 	박민호	 	박범석		

박병순	 	박병열	 	박복순	 	박복신	 	박복음	 	박봉교	 	박봉순	 	박분선		

박상길	 	박상두	 	박상례	 	박상범	 	박상영	 	박상이	 	박서현	 	박석훈		

박선연	 	박선영	 	박선영	 	박선옥	 	박설화	 	박성린	 	박성배	 	박성자		

박성희	 	박솔잎	 	박수경	 	박수성	 	박수신	 	박수영	 	박수정	 	박수준		

박수진	 	박수진	 	박수현	 	박숙자	 	박숙자	 	박숙정	 	박순길	 	박순래		

박순옥	 	박순자	 	박순제	 	박순진	 	박승규	 	박승복	 	박승옥	 	박승정		

박시영	 	박신영	 	박양희	 	박연순	 	박연옥	 	박연희	 	박영근	 	박영수		

박영숙	 	박영숙	 	박영애	 	박영옥	 	박영옥	 	박영진	 	박영화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	 	박오숙	 	박용식	 	박용희	 	박우순	 	박운학	 	박	 	원		

박원서	 	박원신	 	박원희	 	박윤선	 	박윤한	 	박은수	 	박은영	 	박은옥		

박은하	 	박은혜	 	박이용	 	박인자	 	박인화	 	박재근	 	박재붕	 	박재현		

박재훈	 	박정기	 	박정순	 	박정애	 	박정원	 	박정일	 	박정희	 	박종섭		

박종순	 	박종식	 	박종인	 	박종충	 	박종화	 	박종희	 	박주현	 	박지선	

박지연	 	박지윤	 	박지현	 	박지현	 	박지형	 	박진노	 	박진영	 	박진태		

박진형	 	박진희	 	박진희	 	박찬아	 	박찬예	 	박창범	 	박창준	 	박창환		

박창호,당숙녀	 	 	박천용	 	박춘우	 	박태연	 	박태영	 	박항기	 	박해정		

박헌정	 	박현우	 	박현정	 	박현주	 	박형운	 	박혜숙	 	박혜숙	 	박혜실		

박호순	 	박호식	 	박화영	 	박화자	 	박황신	 	박효옥	 	박효진	 	박희상		

박희숙	 	박희영	 	박희자	 	박희주	 	반은숙	 	방경애	 	방경자	 	방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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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순자	 	방연실	 	방정원	 	배	 	강	 	배경환	 	배귀경	 	배금옥	 	배기성	

배명순	 	배문희	 	배민규	 	배봉한	 	배상욱	 	배선자	 	배선주	 	배수남		

배수영	 	배순림	 	배영임	 	배영태	 	배영화	 	배원규	 	배윤경	 	배은경		

배재훈	 	배점자	 	배정인	 	배진경	 	배현주	 	배현주	 	백계현	 	백광도		

백남현	 	백민영	 	백수미	 	백수임	 	백승희	 	백운옥	 	백지영	 	백혜영		

백혜정	 	백희규	 	변영길	 	변은경	 	변인식	 	변장섭	 	변주연	 	변현령		

빈순아

ㅅ
사현진	 	서경석	 	서경희	 	서규석	 	서나영	 	서동운	 	서동웅	 	서미숙		

서범석	 	서병현	 	서북원	 	서수정	 	서순옥	 	서승희	 	서안민	 	서양숙		

서여원	 	서연남	 	서옥희	 	서용희	 	서우교	 	서윤녕	 	서은진	 	서재영		

서점원	 	서정아	 	서정옥	 	서중동	 	서	 	현	 	성락철	 	성백순	 	성병훈		

성영숙	 	성옥경,전태호	 	 	소기화	 	소춘실	 	손금분	 	손명희	 	손미희		

손보름	 	손석조	 	손영자	 	손영주	 	손용자	 	손운순	 	손정은	 	손주희		

손준자	 	손현태	 	손혜림	 	손혜옥	 	손희서	 	송경림	 	송경미	 	송경희		

송관호	 	송금자	 	송달옥	 	송대식	 	송덕심	 	송두상	 	송두식	 	송명순		

송문자	 	송미애	 	송미자	 	송병창	 	송선희	 	송수용	 	송슬아	 	송승은	

송염범	 	송영애	 	송영인	 	송은희	 	송이순	 	송재희	 	송정우	 	송종국		

송주석,최윤정	 	 	송지애	 	송하정	 	송행남	 	송현주	 	송화순	 	신경미		

신경자	 	신근수	 	신동수	 	신동훈	 	신명숙	 	신명실	 	신명옥	 	심명희		

신미선,최길수	 	 	신미숙	 	신미영	 	신미혜	 	신민경	 	신민정	 	신상화		

신상훈	 	신석균	 	신선희	 	신선희	 	신순여	 	신예식	 	신옥선	 	신재근		

신재민	 	신재민	 	신재훈	 	신점옥	 	신정호	 	신주은	 	신지식	 	신진이		

신창호	 	신춘자	 	신충호	 	신해경	 	신현숙	 	신혜진	 	신화희	 	신희자

심광순	 	심교택	 	심대곤	 	심명옥	 	심옥규	 	심우정	 	심인보	 	심인자		

심현태		심혜숙		심혜정

ㅇ
안경숙	 	안계숙	 	안계용	 	안기섭	 	안기순	 	안남규	 	안동국,김기복			

안동균	 	안동준	 	안미선	 	안병선	 	안선주	 	안성진	 	안성희	 	안승부		

안연숙	 	안영수	 	안영실	 	안영애	 	안용진	 	안은경	 	안장현	 	안재환		

안종선	 	안중효	 	안진성	 	안혁기	 	안혜광	 	안혜숙	 	양기자	 	양길풍		

양남율	 	양대식	 	양덕창	 	양명숙	 	양선자	 	양성호	 	양숙영	 	양순림		

양승분	 	양승철	 	양애향	 	양연숙	 	양윤석	 	양응철	 	양진순	 	양탁겸		

양현남	 	양현애	 	어가은	 	어성길	 	엄대광	 	엄명희	 	엄병순	 	엄분임	

엄영복	 	엄영호	 	엄영훈	 	엄옥경	 	엄재경	 	엄주희	 	엄태국	 	엄홍렬		

엄희선	 	여성자	 	여순옥	 	여필선	 	연용모	 	염동현	 	예선종	 	오가영		

오경애	 	오다윤	 	오동환	 	오복순	 	오순희	 	오연숙	 	오영훈	 	오용우		

오윤준	 	오인택	 	오장용	 	오정은	 	오정출	 	오종영	 	오준성	 	오준혁		

오지혜	 	오진이	 	오창세	 	오태원	 	오태윤	 	오현정	 	오현정	 	오형준	

오형근	 	오희영	 	왕자인	 	왕주형	 	왕지윤	 	왕진호	 	우광수	 	우석원		

우선희	 	우순자	 	우연순	 	우영희	 	우용남	 	우인순	 	우정숙	 	우정원		

우종승	 	우종심	 	우종예	 	우종철	 	우충환	 	우희옥	 	원규희	 	원미애		

원민호	 	원봉희	 	원순덕	 	원영숙	 	원유순	 	원정희	 	원종애	 	원종현		

원학자	 	원혜영	 	원혜정	 	위정희	 	위주영	 	유경옥	 	유경찬	 	유경희		

유근상	 	유금나	 	유기성	 	유남희	 	유명순	 	유문숙	 	유미선	 	유병묵		

유병인	 	유복임	 	유붕희	 	유상호	 	유선웅	 	유성선	 	유소연	 	유수빈		

유수정	 	유아련	 	유영권	 	유영수	 	유영숙	 	유영옥	 	유영옥	 	유은서		

유인혁	 	유재숙	 	유정순	 	유제숙	 	유종현	 	유지숙	 	유창선	 	유하늘		

유해선	 	유해춘	 	유혁상	 	유현용	 	유형준	 	유혜영	 	유환숙	 	유희춘		

유희영	 	윤건호	 	윤경련	 	윤교희	 	윤기숙	 	윤동혁	 	윤두준	 	윤만진		

윤말숙	 	윤미라	 	윤복순	 	윤복희	 	윤	 	석	 	윤선옥	 	윤선옥	 	윤선자		

윤선자	 	윤성자	 	윤송택	 	윤애자	 	윤여정	 	윤영수	 	윤영애	 	윤영자		

윤은영	 	윤은자	 	윤이나	 	윤인선	 	윤재학	 	윤정숙	 	윤정숙	 	윤정옥		

윤충선	 	윤현병	 	윤혜경	 	윤혜연	 	윤화선	 	윤효주	 	윤흥일	 	윤희옥		

이가영	 	이가정	 	이갑순	 	이강문	 	이강복	 	이강식	 	이강자	 	이강주		

이강혁	 	이	 	건	 	이경록	 	이경미	 	이경민	 	이경분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순	 	이경아	 	이경옥	 	이경환	 	이경환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계숙	 	이계숙	 	이계연	 	이계자	 	이계학	 	이관호		

이광미	 	이광숙	 	이광현	 	이광희	 	이광희	 	이권철	 	이권학	 	이권희		

이귀자	 	이근숙	 	이근형	 	이근숙	 	이근형	 	이금순	 	이금순	 	이금자		

이기복	 	이기석	 	이기숙	 	이기순	 	이기철	 	이기현	 	이기화	 	이길자	

이남옥	 	이남이	 	이대식	 	이	 	돈	 	이동석	 	이동순	 	이동원	 	이동은		

이동임	 	이동훈	 	이란주	 	이막래	 	이만재	 	이맹용	 	이명관	 	이명수		

이명옥	 	이명주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문수	 	이미자	 	이미자		

이미정	 	이미희	 	이민상	 	이민형	 	이민호	 	이백옥	 	이병두	 	이병란	

이병완	 	이병헌	 	이병헌	 	이보희	 	이복선	 	이복현	 	이부민	 	이분다		

이상권	 	이상민	 	이상분	 	이상선	 	이상순	 	이상용	 	이상욱	 	이상준		

이상훈	 	이상훈	 	이상희	 	이상희	 	이상희	 	이샛별	 	이서경	 	이선균		

이선기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화	 	이성례	 	이성신		

이성신	 	이성심	 	이성여	 	이성용	 	이성원	 	이성행	 	이세라	 	이솔이		

이수미	 	이수자	 	이	 	숙	 	이숙련	 	이숙희	 	이순규	 	이순남	 	이순단		

이순득	 	이순로	 	이순복	 	이순복	 	이순연	 	이순우	 	이순지	 	이순효		

이순희	 	이승규	 	이승복	 	이승언	 	이승우	 	이승우	 	이승은	 	이승준		

이승철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승희	 	이신영	 	이연배	 	이영경	

이영경	 	이영란	 	이영란	 	이영미	 	이영미	 	이영분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승	 	이영애	 	이영우	 	이영주	 	이영호	 	이영화	 	이영훈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옥란	 	이옥선	 	이옥수		

이옥순	 	이옥순	 	이옥자	 	이옥형	 	이온경	 	이용도	 	이용우	 	이용주		

이용화	 	이우규	 	이우민	 	이욱신	 	이원아	 	이원준	 	이월영	 	이유빈		

이유정	 	이유진	 	이윤경	 	이윤순	 	이윤희	 	이율희	 	이은경	 	이은구	

이은미	 	이은석	 	이은선	 	이은숙	 	이은숙	 	이은실	 	이은영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응기	 	이이환	 	이인수	 	이인식		

이인영	 	이인자	 	이일재	 	이재경	 	이재경	 	이재석	 	이재숙	 	이재숙		

이재순	 	이재순,이나미	 	 	이재영	 	이재영	 	이재원	 	이재윤	 	이재준		

이재진	 	이재춘	 	이재택	 	이재희	 	이정규	 	이정순	 	이정심	 	이정아		

이정아	 	이정옥	 	이정완	 	이정원	 	이정인	 	이정주	 	이정준	 	이정혜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제헌	 	이종관	 	이종녀	 	이종복	 	이종성	 	이종수	 	이종숙	 	이종숙		

이종오	 	이종우	 	이종천	 	이종현	 	이종희	 	이주미	 	이주연	 	이주연		

이주환	 	이준영	 	이준혁	 	이준혁	 	이지선	 	이지선	 	이지숙	 	이지애		

이지영	 	이지창	 	이지현	 	이지현	 	이지현	 	이지호	 	이진수	 	이진희		

이진희	 	이찬영	 	이창규	 	이창복	 	이창수	 	이창의	 	이창화	 	이창희		

이창희	 	이철순	 	이춘근	 	이춘길	 	이춘옥	 	이춘우	 	이춘재	 	이춘희		

이충근	 	이태경	 	이태민	 	이태숙	 	이필규	 	이필행	 	이하늘	 	이학근		

이한숙	 	이해순	 	이해옥	 	이해옥	 	이향미	 	이헌금	 	이현범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진	 	이현화		

이혜란	 	이혜민	 	이혜순	 	이혜심	 	이혜영	 	이혜은	 	이혜정	 	이혜진		

이호숙	 	이호양	 	이홍재	 	이화선	 	이화영	 	이화진	 	이효선	 	이효정		

이희경	 	이희순	 	이희열	 	이희전	 	인순옥	 	인치용	 	임경애	 	임계숙		

임금남	 	임남빈	 	이대경	 	임미향	 	임선하	 	임성한	 	임수현	 	임순옥		

임영근	 	임영숙	 	임영애	 	임영희	 	임원규	 	임월순	 	임은정	 	임자영		

임장옥	 	임정순	 	임종대	 	임종덕	 	임종학	 	임준호	 	임하나	 	임해홍		

임향자		임혜수

2017 재단 후원자



후원 현황26 25

ㅈ
장갑련	 	장경희	 	장근영	 	장기선	 	장기순	 	장동영	 	장만근	 	장만식		

장명선	 	장명숙	 	장미아	 	장상분	 	장선자	 	장소연	 	장수진	 	장승남		

장승희	 	장신상	 	장영선	 	장영준	 	장영철	 	장예희	 	장은경	 	장은영		

장정숙	 	장종철	 	장향미	 	장현주	 	장홍규	 	장	 	훈	 	전국영	 	전동순	

전두표	 	전미경	 	전복현	 	전상필	 	전선종	 	전선희	 	전연옥	 	전영석		

전원분	 	전인재	 	전일수	 	전재우	 	전정옥	 	전지석	 	전진영	 	전청자		

정경순	 	정경연	 	정경원	 	정경자	 	정계은	 	정관택	 	정광운	 	정구옥		

정귀동	 	정귀태	 	정규석	 	정근훈	 	정금옥	 	정길자	 	정다교	 	정동수		

정동영	 	정명신	 	정문영	 	정미선	 	정미연	 	정미영	 	정병수	 	정봉순		

정산균	 	정상기	 	정서빈	 	정석구	 	정선녀	 	정선주	 	정선하	 	정성민		

정성안	 	정성자	 	정세균	 	정수령	 	정수자	 	정순락	 	정순복	 	정순자		

정순재	 	정연옥	 	정연지	 	정영숙	 	정영순	 	정영임	 	정영채	 	정용호		

정우진	 	정운경	 	정원순	 	정원홍	 	정윤자	 	정은경	 	정은수	 	정은숙	

정은우	 	정은주	 	정의균	 	정인경	 	정인규	 	정인배	 	정인풍	 	정임숙		

정재우	 	정재은	 	정재훈	 	정점수	 	정준호	 	정지연	 	정지영	 	정진봉		

정진영	 	정태균	 	정택주	 	정해진	 	정향희	 	정현수	 	정현식	 	정현희	

정형구	 	정혜엘리자벳	 	 	 	정혜윤	 	정혜정	 	정효선	 	정희순	 	조강림		

조경미	 	조경희	 	조경희	 	조경희	 	조공연	 	조관영	 	조귀철	 	조규대		

조규옥	 	조기성	 	조길자	 	조남예	 	조동민	 	조동백	 	조동현	 	조명숙		

조명숙	 	조명숙	 	조미란	 	조미선	 	조미숙	 	조민경	 	조병순	 	조병철		

조봉환	 	조분란	 	조상희	 	조선숙	 	조성남	 	조성미	 	조성용	 	조송자		

조수연	 	조순래	 	조순주	 	조승현	 	조신길	 	조양숙	 	조양숙	 	조영라		

조영옥	 	조영자	 	조영주	 	조원경	 	조원용	 	조원우	 	조유진	 	조윤주		

조윤희	 	조은실	 	조은정	 	조인숙	 	조인옥	 	조재근	 	조정자	 	조종희		

조준혁	 	조충복	 	조하나	 	조향숙	 	조향자	 	조	 	헌	 	조현경	 	조형기		

조형진	 	조혜영	 	조휘수	 	주규환	 	주도상	 	주두례	 	주수영	 	주은경	

주재영	 	주진석	 	지석규	 	지은희	 	지종분	 	지태규	 	진건용	 	진광수		

진광일	 	진미영	 	진상두	 	진성호	 	진의숙	 	진인기	 	진인숙	 	진종규		

진현숙		

ㅊ·ㅋ·ㅌ·ㅍ
차경훈	 	차배천	 	차영철	 	차옥순	 	차이자	 	차정안	 	차철희	 	차태훈		

차현경	 	채경옥	 	채미선	 	채선미	 	채순희	 	채우식	 	채웅석	 	채이순		

채정분	 	채제숙	 	채혜영	 	최경식	 	최경화	 	최경희	 	최관영	 	최광기		

최권상	 	최귀복	 	최규용	 	최규창	 	최규택	 	최길남	 	최남용	 	최덕호		

최동숙	 	최마리아최명애		최문섭	 	최미선	 	최민희	 	최병무	 	최병석		

최복규	 	최상규	 	최상림	 	최상민	 	최상봉	 	최상수	 	최상진	 	최석호		

최선희	 	최성규	 	최성기	 	최성숙	 	최성진	 	최수현	 	최순경	 	최순남		

최순식	 	최순임	 	최순호	 	최승희	 	최시남	 	최신혁	 	최영권	 	최영락		

최영락	 	최영애	 	최영호	 	최옥순	 	최옥순	 	최옥자	 	최용부	 	최용숙	

최용숙	 	최용식	 	최용환	 	최운봉	 	최원각	 	최유정	 	최유진	 	최윤숙		

최은례	 	최은섭	 	최은주	 	최임숙	 	최임향	 	최재수	 	최재숙	 	최재영		

최재호	 	최정숙	 	최정숙	 	최정숙	 	최정식	 	최정영	 	최증자	 	최지연		

최진명	 	최진성	 	최진원	 	최춘자	 	최태량	 	최팔순	 	최현덕	 	최현민	

최현자	 	최형달	 	최형선	 	최형숙	 	최혜경	 	최호순	 	최호중	 	최	 	훈		

최희곤		최희순		최희승		최희정		추연대		태진철	펭(peng)	편지은		

표경옥		표명옥		표영숙	

ㅎ
하미정	 	하상민	 	하상우	 	하영남,신민경	 	 	하영자	 	하인혜	 	하정미		

한경희	 	한금옥	 	한문수	 	한상이	 	한상호	 	한상희	 	한성녀	 	한성환		

한성훈	 	한소희	 	한아름	 	한안수	 	한영미	 	한우리	 	한우영	 	한윤수		

한윤희	 	한은숙	 	한은주	 	한일순	 	한재옥	 	한정순	 	한정아	 	한정은		

한종모	 	한현숙	 	한형대	 	한희자	 	함경완	 	함인수	 	함인옥	 	허미향		

허복심	 	허석재	 	허	 	숙	 	허승희	 	허예림	 	허옥희	 	허일선	 	허정욱		

허제희	 	허종범	 	허준희	 	허현자	 	허	 	훈	 	허희숙	 	현상도	 	호경애		

홍경두	 	홍기순	 	홍기자	 	홍기철	 	홍기흥	 	홍명진	 	홍미숙	 	홍석정		

홍선주	 	홍성원	 	홍성자	 	홍수경	 	홍수자	 	홍연화	 	홍영표	 	홍용복		

홍용표	 	홍인기	 	홍정균	 	홍진숙	 	홍춘기	 	홍효순	 	황공순	 	황광호		

황규연	 	황규찬	 	황금명륜황기우		황도근	 	황미화	 	황미화	 	황민석		

황선운	 	황선희	 	황성철	 	황순자	 	황순화	 	황	 	연	 	황영심	 	황영팔		

황영희	 	황예성	 	황욱선	 	황윤영	 	황인규	 	황일화	 	황재숙	 	황재화		

황정아	 	황진우	 	황창호	 	황춘자	 	황한울	 	황현석	 	황현준	 	황혜전						

황혜진		황희정	

미주후원자
LA	한인성당	미주봉사회(봉사자:장로무알도)

성토마스카리타스후원회원 (봉사자:	양카타리나	/	김가브리엘	&	마

리안나,	박다미아노	&	아가다,	안메토디오	&	베로니카,	안마리아,	양

루시아	&	마리아.	엄데이빗	&	소피아,	윤쎄실리아,	이세바스챤	&	비

비안,	정리타,	현크리스티나)

다정회 (양카타리나,	권쥴리,	마캐티,	박용선,	방	뺄	빼뚜아,	손영희)

유데레사,	스텔라,	권모니카,	오엘리자벳	수녀

2017 재단 후원자



기업후원

단체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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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삶터모아회,	대구미카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한어머니회	양평지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양지역자활센터,	2020재단,	인천여성노동자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천주교서울교구양천지구	

청솔의	집,	촛불회(부산성지성당),	한국여성노동자회

미국	LA	성	그레고리	한인공동체,	LA	성	아그네스성당	

2017 재단 후원자



나눔이 있어 따뜻한 세상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