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망재단

TEL: 02-365-4673 FAX: 02-796-4673 mail: khf2006@hanmail.net
Address: 121-897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23, 401호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낚는 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고 나눔입니다
한국희망재단은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민들이 역량 개발을 통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도록 돕는
교육사업, 농업개발, 협동조합, 소득창출사업이
재단 사업 중 가장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지금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실천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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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망재단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함양하는 정신에 입각해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고 평
등한 지구촌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 지구촌 빈곤한 이웃의 자립과 인성 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
· 국제협력 사업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
·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 국제교류활동

임원 소개
이사장

최기식

천주교 원주교구 원로사제
전 천사들의 집 원장

상임이사

이철순

전 아시아여성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사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빈민사목 위원

서북원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제1대리구 사무처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이총각

한국희망재단 인천 지부장, 청솔의 집 대표

제훈호

전 SK텔레콤 사회공헌팀장

문성환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사

박승진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이권철

한우리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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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연혁

2005

창립총회

2006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제494호)
재정경제부 지정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공고 제2006-135호)
인도 달리트 경제·사회 문화 개발사업 등 2개국 3개 사업 지원

2007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現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가입

인도 달리트공동체 식수개발사업 등 5개국 9개 사업 지원
해외원조 기금마련 제1회 희망음악회(금호아트홀)
해외원조 기금마련 희망캠페인 한걸음나누기(화랑로)
해외원조 기금마련 제2회 희망음악회(가톨릭대학교 최양업홀)
희망나누미 (인도 달리트마을, 태국 메솟 난민촌 현장체험)

2008

방글라데시 빈곤아동을 위한 기초교육사업 등 3개국 5개 사업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약정 (방글라데시 교육사업)
희망나누미 (인도 첸나이지역 현장체험)

2009

짐바브웨 교육접근성 향상 위한 도서관사업 등 4개국 9개 사업 지원
지구촌 희망나누기 걷기대회 개최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제3회 희망음악회 개최(불교역사문화기념관)
희망나누미 (인도, 필리핀 세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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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연혁

2010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등 6개국 9개 사업 지원
인도 불가촉 천민(달리트) 공동체 인권개선과 국제협력 공개 강좌 개최
지구촌 빈곤 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희망걷기
인도로 찾아가는 희망의 여행(현장체험)
해외원조 기금마련 제4회 희망음악회

2011

필리핀 세부 시 파실 초등학교 증축 등 7개국 12개 사업 지원
지구촌 빈곤 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2011 희망걷기

2012

짐바브웨 농촌지역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 8개국 14개 사업 지원
지구촌 빈곤 어린이의 꿈을 이루기 위한 희망음악회 (서울)
지구촌 빈곤 어린이의 꿈을 이루기 위한 희망나눔음악회 (대구)
희망나누미 (필리핀 세부 현장 체험)

2013

탄자니아 마사이 유아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등 8개국 19개 사업 지원
해피브릿지협동조합, 필리핀 나보타스 직원연수프로그램(~2016년)

방글라데시 빈곤아동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희망음악회 (인천)

2014

짐바브웨 모파니파크초등학교 건축 등 9개국 25개 사업 지원
카리엔 앙상블과 한국희망재단이 함께 하는 2색 콘서트 (서울)
한국희망재단과 푸른생협이 함께 하는 2014년 꿈꾸는 가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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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연혁

2015

페루 하늘길 공부방 지원 사업
몽골 친겔테이 소외계층 어머니 공동체 건설
부룬디 내전피해지역 식수개발사업 등 11개국 27개 사업 지원
한국희망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16

인도 달리트공동체 식수개발사업 및 유기농 협동농장사업 실시
몽골 농업활성화와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농기계지원사업
캄보디아 농촌지역 신용협동조합사업
네팔 지진 피해 지역인 타플레 구 마하락시미학교 재건축사업
부룬디 카루라마마을 개발사업 등 10개국 21개 사업 지원

2017

부룬디 카그웨마 마을공동체 개발사업
짐바브웨 모파니파크초등학교, 사바나초등학교 교육지원사업
탄자니아 마사이초등학교 건축사업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지원)
네팔 타플레 구 마을개발사업 등 9개국 27개 사업 지원

2018

부룬디 카그웨마 주민 역량강화 사업 (안전행정부 지원)
부룬디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건립사업
탄자니아 샤토마을 식수개발사업
방글라데시 빈곤아동 기초교육 등 10개국 27개 사업 지원

2019

지역개발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교육사업, 차별극복 및 인권옹호사업
지속 가능한 환경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사업 진행.

10개국 37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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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liance
주민 자립 실현
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은 주민들이 역
량강화를 통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
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들의 자력으로
삶을 지속, 개선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주민 협력
한국희망재단의 모든 사업은 사업 기
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
에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책임의
식이 매우 높고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
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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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with Local NGOs
10개국 12개 NGO와 협력
사업국가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NGO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
문에 시행착오가 적고, 높은 사업 성
과를 담보합니다.
또한 국내 인력 파견 비용과 현지 행
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Promotion
of the Community
마을공동체 활성화
재단의 지역개발, 교육, 차별극복과
인권옹호, 환경사업 등은 마을을 기반
으로 이뤄집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
들이 함께 협력하고, 그 결실도 공평
하게 나누기 때문에 소외되고 척박했
던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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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of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아동의 보편적 교육권리 보장
한국희망재단은 UN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협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적 고립, 여성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보수적 전통으
로 교육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 아
동들을 위해 교육 인프라 구축, 학부
모들의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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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국가 현황
2020년 현재, 16개국에서 24개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몽골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
우간다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부룬디
캄보디아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말라위

국가

주요 사업

사업국가 협력단체

부룬디

무진다 마을 병아리 사료공장 건축 및 역량강화 교육

IPSDI BURUNDI

무진다 마을 공동체 개발 사업

IPSDI BURUNDI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전원병아리 부화장 지원사업

IPSDI BURUNDI

카마카라 희망초등학교 IT 기자재 및 태양광 설치 지원

IPSDI BURUNDI

카마카라 마을공동체 개발사업

IPSDI BURUNDI

협력단체 활동가 교육 및 협동조합 간부 교육

IPSDI BURUNDI

고퀘 마을 공동체 개발사업(학교 및 식수)

ABDO

차카리 TWAV 마을은행 자본금 지원사업

ABDO

짐바브웨

사업국가 현황
2020년 현재, 16개국에서 24개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몽골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
우간다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부룬디
캄보디아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말라위

국가

주요 사업

사업국가 협력단체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을 위한 엔데베시 마을공동체 개발사업

The Grail Tanzania

우간다

여아교육을 위한 다목적센터 건축 사업

DHF UGANDA

재래시장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사업

IST UGANDA

여성 교육 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요셉교육센터 건축

DHF UGANDA

말라위

은톤야마을 여성 경제 자립을 위한 봉제기술교육 지원

CHICOSUDO

바스키마을 여성 소득창출을 위한 염소지원사업

CCDR

네팔

타플레 구 마을만들기 사업

SoD Nepal

방글라데시

성 안토니 학교 빈곤아동 기초교육 지원

Caritas Bangladesh

사업국가 현황
2020년 현재, 16개국에서 24개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몽골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
우간다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부룬디
캄보디아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말라위

국가

주요 사업

사업 국가 협력단체

인도

달리트공동체 유기농업 활성화 및 여성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

HRDF

외부모 농부들을 위한 종자 은행 설립지원 사업

WORD

사회적 기업 자본금 지원사업

CSEI

사립학교 교사 대상 양성평등 교육 지원

TGO

카친 주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사업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협력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YCOWA, TGO

노동자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지원사업

YCOWA

미얀마

사업국가 현황
2020년 현재, 16개국에서 24개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Bangladesh

Nepal
ganda

몽골

Mongolia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Myanmar
인도
India
우간다
태국
방글라데시
Philippine
s
필리핀
부룬디
캄보디아
탄자니아
Burundi Tanzania
인도네시아
Indonesia
짐바브웨 말라위
Malawi

Zimbabwe

국가

주요 사업

사업 국가 협력단체

라오스

라오스 현지협력단체 역량강화 교육

GCDA

베트남

산림보호와 농민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교육

HEPA

캄보디아

협력단체 TRK 전반적 역량강화 교육

TRK/
Y farmer Network

태국

태국 유기농민의 소비시장 구축을 위한
청년농부 조직화 및 기술 교육 지원사업

TVS

인도네시아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Rumah Hati Shelter

사업국가 현황
2020년 현재, 16개국에서 24개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Bangladesh

Nepal
Uganda

몽골

Mongolia

네팔

미얀마
라오스
Myanmar
베트남
인도
India
우간다
태국
방글라데시
Philippine
s
필리핀
부룬디
캄보디아
탄자니아
Burundi
인도네시아
Tanzania
짐바브웨 말라위

Zimbabwe

국가

주요 사업

사업 국가 협력단체

몽골

아시아 희망의 숲 자립기반 지원사업

푸른아시아

지역아동교육센터 건축지원사업

미래의 몽골

교육역량강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FTCP

빈곤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FTCP

네그로스 마을공동체 그린팜 지원사업

MUAS-Negros

필리핀

사업사례 / 마을개발사업

부룬디

위치: 부룬디 부반자 주 카그웨마 마을

대상: 카그웨마 마을 주민들

사업 배경
• 부룬디는 약 70년 간 이어진 독일과 벨기에의 식민 지배와 1962년 독립 후에는 종
족 간 내전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그 중에서도 현재 카그웨마 마을 주민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본래 살던 곳에서 추

방당해 이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이주 당시 카그웨마는 생활 기반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황무지 땅에 불과했
습니다.
• 정부에서도 마을에 적절한 사회기반시설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 5400명의 마
을 주민들은 식수와 식량, 교육과 일자리 문제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진행 방향
• 2017년 설립된 카그웨마 주민들의 협동조합 COCOKA(Community Cooperative
of Kagwema)를 중심으로 마을 자립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카그웨마희망학교 건축과 식수 개발, 농업개발, 염소와 양계,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다목적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현지 협력단체 IPSDI Buru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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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 카그웨마 희망초등학교를 설립해 지역의 문해율과 기초교육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
습니다.
• 식수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은 물을 긷는 데 쓰던 시간을 확보했고 수인성질병의 위
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 2017년에 마을 공동농업단지를 조성하여 18헥타르의 토지를 개간하였고, 2018년
한 해 동안 8,865kg의 옥수수를 수확했습니다.
•

주민 15명이 기본 봉제기술 교육을 받은 뒤 카그웨마희망학교에 교복 350벌을 납
품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염소 농장과 양계 사업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 영양섭취에도 도움
이 되었습니다.

•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중심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연대와
사회적 결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사례: 염소농장에서 일하는 Nahimana Matrone씨
“저는 43살이고 3명의 자식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땅도 직업도 없는 우
리는 자식들을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뿐더러 아플 때 병원에 제대로 데려
가 주지도 못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갈수록 우리 가족은 희망을 잃어갔고 ‘이러
다 굶어죽지는 않을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도 COCOKA협동
조합에 가입하고 염소 농장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을 책
임지고 돌볼 수 있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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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법 안내

개인후원
정기 후원

매달 후원을 통해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CMS 출금 자동이체에 동의해주시
면 은행에 가시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을 통해 출

금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및 단체 후원
사업지정 후원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끝전 나눔

전 직원의 급여 끝전을 모아 지구촌 나눔에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배워나가며,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 855401-04-008784
우리 1005-501-044190

농협 063-01-206556 신한 321-05-022092
외환 630-005051-749 (예금주: 한국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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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있어 따뜻한 세상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TEL: 02-365-4673 FAX: 02-796-4673 mail: khf2006@hanmail.net
Address: 121-897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23, 4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