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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시안프렌즈는? 

 가. 아시안프렌즈 목적 

 아시안프렌즈는 사람중심의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빈곤과 환

경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아시아 지역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

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아시아 빈곤지역 활동가들과 연대하

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지구촌 시

민의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2조)

 나. 아시안프렌즈 신념

  1. 아시아의 절대 빈곤은 아시안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2. 누구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BHN)는 충족되어야 한다.  

  3. 빈곤층의 자조역량개발이 빈곤극복의 최선의 방안이다.  

  4. 세계 평화는 빈곤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 1% 기부는 가난한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실천이다.   



- 2 -

Ⅱ   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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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Ⅱ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
가. 2015년 사업 평가
  1. 국제개발협력사업
     ○ 2010년 11월부터 시작한 몽골 꿈나무어린이지원사업과 인도 오르챠

지역 찬드라반 학교 지원사업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몽골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운영 :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2013년 11월23일 개관한 바가노르구 꿈나무센터 운영을 위해 2014년부터 

2015년 말 현재 총 4명의 봉사자를 파견하여  방과 전‧후 교실 운영

      - 찬드라반 학교 : 아시안프렌즈의 지속적인 지원을 계기로 2012년부

터 지역 교육청에서 정식교사가 파견됨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찬드라반 학

교 아동 70여명에게 매일 기초영양식 제공, 의약품, 학용품, 의류 등 지원

     ○ 2012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 꾸지지역 초․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

급한 것을 계기로 2013년부터 본격적인 ‘희망장학회’ 운영 

      - 2015년 8월 호치민 지역내 초․중․고․대학생 617명에게 장학금 지급

      - 떠이닝성 안빈탄 초등학교 본교 및 분교에 독서실 설치

     ○ 아시아어린이돕기 저금통 모금사업을 광명시립 소하어린이집, 해오

름어린이집, 푸른하늘어린이집 등 7개 유아교육원에서 실시

   2. 나눔여행사업 
     ○ 2009년부터 시작한 나눔여행은 서울여대 글로벌 서비스러닝팀을 중

심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 몽골, 캄보디아 등 5개국에서 총 8회에 걸쳐

(100명 참가) 진행

     ○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온라인용 ‘나눔여행’ 

홍보자료를 수정제작하고, 전국 ACE&CK 선정 대학, 관련 기관 등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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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문화사업 
     ○ 2010년 7월부터 시작한 SOS무지개은행은 2015년도에는 대출 실적이 

없음. 긴급한 위기에 처한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

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보다 활발한 모금활동 및 홍보가 필요

     ○ 다문화 사회교육은 한국다문화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다문화 강사은

행’을 구축, 다문화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에 강사를 파송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는 7회 실시

     ○ 서울시의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사업 공모에 ‘연극활동을 

통한 다문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결혼 이민자들이 주축

이 된 ‘성동다정극단’ 구성, 연극 활동을 진행하고 ‘성동마을에 사랑 걸렸네’ 

공연

     

   4. 교육사업
     ○ 2012년 10월부터 서울대, 숭실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베트남 유학생

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한국어교실은 2015년에는 총 25회 진행

     ○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서울여대 서

비스러닝에는 20명이 참여(1학기 10명, 2학기 10명),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프

로젝트를 기획하고 사무행정업무 실습의 기회 제공

     

   5. 기획협력사업
     ○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이주아동 청소년 권리 기본법 제정추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

     ○ 2015년 말 현재 회원수 432명. 매월 뉴스레터를 통해 아시안프렌즈

의 활동을 공유하고, 연말에 후원 예우품 발송

     ○ 아시안프렌즈 홈페이지 개편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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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내        용

1월 식료품, 생필품

2월 난방용 석탄 

3월 -
4월 식료품, 생필품
5월 식료품, 생필품
6월 어린이날 문화체험(놀이공원)
7월 식료품(쌀, 과일, 빵 등)
8월 학용품(공책,스케치북,붓,물감,볼펜심,볼펜통 등)
9월 -
10월 생필품 및 식료품(휴지,세탁세제,비누,잼,빵,우유)
11월 난방용 석탄
12월 크리스마스 선물(과자,음료수,사탕,초코렛)

나. 2015년 사업 실적

1. 국제개발협력사업

 가. 몽골 
   (1) 꿈나무어린이 지원 사업 

    ㅇ몽골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 대표 : 너몬자야

    ㅇ활동가 : 주다은(3기), 전유진(4기)

    ㅇ지역 : 울란바토르 바가노르구

    ㅇ아동 수 : 30여명

    ㅇ후원기관 : 세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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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소속 파견기간
3기 주다은 서울과학기술대 4 2015. 3.27∼2015. 8.20
4기 전유진 수성대 1 2015.10.19∼2016. 1.31 

  (2)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운영

    ㅇ해외봉사자 파견

     

    ㅇ 꿈나무센터 방과 전‧후 교실 운영

     - 꿈나무어린이 지도

       : 평일 오전, 오후 2회 한국어교실, 간식 제공, 미술교육 등

     

    ㅇ 꿈나무센터 학용품 발송

     - 일시 : 2015. 4. 27

     - 내용 : 학용품, 한글 교재 등

     - 후원 : 곽 온 부이사장

  

    ㅇ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최종 선발

     - 이름 : 이하양(울산대 영어영문/경영 졸업)

     - 파견 : 2016년 2월(예정)

                         

  (3) 후원기관 방문

    ㅇ 일시 : 2015.10.12

    ㅇ 후원기관 : 세종초등학교(교장: 정의순)

    ㅇ 내용 : 2015년 꿈나무지원사업 보고, 정기 후원에 대한 감사 전달 

 

 나. 인도 찬드라반 지원사업

  (1) 인도 찬드라반 빈곤아동 기초영양 지원 

    ㅇ 활동가 : 딘다얄

    ㅇ 지역 : 마드야쁘라데시 오르차 찬드라반

    ㅇ 아동 수 : 70여 명

    ㅇ 지원내용 : 매일 영양식(오렌지, 바나나, 사과, 감자, 비스킷 등) 제공,  

                  나눔여행 방문시 의류, 신발, 학용품 등 지원

    ㅇ 후원기관 : 한가람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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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도 찬드라반 마을 소득증대사업 지원 준비

일 시 장 소  참 석  내 용
11.23 아시안프렌즈

사무국
주성수, 이남숙, 
유지향, 한다은, 

‘15년 동계GSL 인도팀
인도 양계장사업 
사전조사 협의

12.15
협동농장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이남숙, 유지향, 홍금숙
소규모 양계장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 및 
운영 노하우 습득

  (3) 인도 찬드라반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ㅇ 일시 : 2015.12.22~2016.1.12(3주)

    ㅇ 활동 참여 : 서울여대 봉사동아리 ‘예그리나’

    ㅇ 활동 내용 : 도서지원, 벽화작업, 책걸상 및 교과서 지원 등

 다. 베트남 희망장학회 사업 
  (1) 2015년 희망장학금 지급 

    ㅇ 일시 : 2015. 9. 4~ 5

    ㅇ 장소 : 쭝럽하 동사무소, 웬자이 고등학교, 롱칸, 빈푹, 빈구 현

    ㅇ 참석 : 도 옥 루이엔(희망장학회 위원)

    ㅇ 대상 : 베트남 호치민 지역 초‧중‧고‧대학생 617명

    ㅇ 총 지급액 : 22,000,000원(아시안프렌즈 지원 1,500,000원)

  (2) 희망독서실 설치 지원

    ㅇ 내용 : 학습환경이 열악한 베트남 시골지역 초등학교에 컴퓨터와 

             책장 등 독서실 설치 지원

    ㅇ 실적 : 2012〜2015년 총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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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대  상 내  용
2.6 소하어린이집 61명 나눔어린이상 수여
5.26 소하어린이집 돼지저금통 수거
8.10 해오름어린이집 92명 나눔어린이상 수여, 저금통 수거
8.20 용두희망어린이집 43명 나눔어린이상 수여, 저금통 수거
8.31 이화어린이집 48명 나눔어린이상 수여, 저금통 수거
9.22 푸른하늘어린이집 120명 나눔어린이상 수여, 저금통 수거
11.12 초롱어린이집 33명 나눔어린이상 수여, 저금통 수거

      - 2012년 구찌 현 쭝럽하 초등학교

      - 2013년 짱방 현 안호이 초등학교

      - 2014년 짱방 현 안푸 초등학교, 자빈 현 빈웬 초등학교

      - 2015년 떠이닝 성 안빈탄 초등학교 A, 안빈탄 초등학교 B

 라. 아시아 어린이 돕기 
  (1) 저금통 모금 및 나눔어린이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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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시아어린이돕기 저금통 모금 활동

    ㅇ 아시아어린이돕기 저금통 제작 배포

     - 일시 : 2015. 5. 28

     - 수량 : 870개

     - 대상 : 서울시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 배포 대행 : 성문순 해오름어린이집원장

  (3) 아시아어린이돕기 바자회

     ㅇ 일시 : 2015. 4. 24 / 5. 29

     ㅇ 장소 : 성동구청 무지개장터

     ㅇ 내용 : 기중물품(의류) 및 캔들 판매  

  (4) 아시아어린이돕기 후원물품 기증

     ㅇ 일시 : 2015. 6. 19

     ㅇ 내용 : 수제 크레파스 30세트, 수제 비누 34개

     ㅇ 기증단체 : (사)세상을품는아이들

  (5) 길음중학교 현장봉사활동 

     ㅇ 일시 : 2015. 10. 14

     ㅇ 장소 : 아시안프렌즈 사무실

     ㅇ 참석 : 길음중학교 1학년 15명, 교사1명

     ㅇ 내용 : AFs 소개 및 자원활동 강의, 캄보디아 우물탱크 지원을 위한 

               향초만들기, 후원의류 분류 등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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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시아어린이돕기 설명회 

     ㅇ 장소 : 키즈클럽 남양주어학원

     ㅇ 참석 : 유지향, 한다은

     ㅇ 내용 : 아시아어린이돕기 설명회, 돼지저금통 및 홍보 리플릿 배부

     ㅇ 대상 : 6세, 7세 어린이 24명

  (7) 세종초등학교 후원의류 수거

     ㅇ 일시: 2015. 12. 11 

     ㅇ 장소: 광진구 군자동 세종초등학교 

  (8) 카페 아리가또 ‘1223꿈커피day' 모금행사

     ㅇ 일시 : 2015. 12. 23

     ㅇ 장소 : 카페 아리가또

     ㅇ 내용 : 일일 음료판매 수익금 기부

   (8) 복면사과 까르네 후원물품 기증

     ㅇ 일시 : 2015. 6. 22 / 11. 11

     ㅇ 물품 : 수제 노트 2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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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참가기관 ․ 단체 방문국가 ․ 도시 주요 프로그램
12.26∼1.11

서울여대 동계
GS-L 9명

인도 델리, 오르차,
바라나시, 아그라 

찬드라반 아동 교육봉사, GOONJ 방
문, JNU 대와 교류, 인도 문화 체험

1.6~1.20
서울여대 동계
GS-L 16명

캄보디아 시하눅빌, 
프놈펜,바탐방, 

씨엠립
빈곤 가정 아동 물품 지원, 위생, 환
경 및 미술 교육, 한국어학과 대학
생 교류, KOICA 방문, 문화체험

1.6~1.19
서울여대 동계 
GS-L 10명

필리핀 두마게티, 
마비나이, 발렌시아

아동 센터 교육 및 놀이 봉사, 데이
케어센터 건축 봉사, 대학생 교류, 
문화체험 

1.6~1.19
서울여대 동계
GS-L 13명

베트남 호치민, 빈증, 
떠이닌성, 구찌

초등학교 및 아동센터 교육봉사, 
대학교 교류, 문화체험

7.1∼7.14
서울여대 하계
GS-L 12명

베트남 호치민 
떠인닌성, 구찌

현지 NGO(부스러기 사랑나눔회, 휴
맨지역아동센터) 방문 봉사, 초등학
교(안호이 초‧안빈탄 초) 교육봉사, 
타오단지역 아동센터 봉사, 안호아 
인민위원회와 청소년 교류 등

7.1∼7.14
서울여대 하계 
GS-L 10명

몽골 울란바토르, 
바가노르, 테를지

울란바토로 대학과 교류, 꿈나무센
터 아동 교육봉사, 문화 체험

7.1∼7.14
서울여대 하계 

GS-L 9명
필리핀 두마게티, 

마비나이, 발렌시아
EDC 와 교류 및 후원물품 전달, 
데이케어센터(야부난,캄파눈)교육봉
사, 블레스드센터 건축 봉사, SPAD 
학생교류, 문화체험 

7.25~7.31
안산시 

청소년국제문화교
류 21명

베트남 붕따우, 
호치민, 짱방, 구찌

붕따우 보육원 방문, 안빈탄 
초등학교 교육봉사, 문화체험

2016. 1. 4~1.17
서울여대 동계 
GS-L 10명

베트남 호치민, 
떠이닌, 짱방, 구찌

ThuDauMot대학교 교류 및 봉사활
동, 짱방 BoiLoi2초등학교 교육봉사, 
SOS병원 교육봉사활동, 문화체험

1.5~1.19
서울여대 동계 
GS-L 12명

인도 델리, 오르차,
바라나시, 아그라 

찬드라반 마을 학교 교육봉사, 
LOCAL NGO 방문, 양계장 사업 시
장 조사, 인도 문화 체험

1.5~1.19
서울여대 동계 
GS-L 10명

캄보디아 시하눅빌, 
프놈펜, 바탐방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방문, 라이
프대학교 구미유치원 교육봉사, 한
코리아 캄보디아 지부 교육봉사, 문
화체험

1.7~1.20
서울여대 동계 
GS-L 11명

필리핀
두마게티, 마비나이, 

발렌시아
EDC 교류 , 데이케어센터(야부난, 
캄파눈)교육 봉사, 블레스드센터 봉
사, 문화체럼

2. 나눔여행

 가. 나눔여행 실적(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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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15년 동계 서울여대 GSL 나눔여행 준비
   ㅇ 국가 : 베트남,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ㅇ 인원 : 48명(학생 43, 인솔 5)

   ㅇ 세부일정 

    - 인도 : 2016. 1. 5 ~ 2016. 1. 19(12박14일)

    - 베트남 : 2016. 1. 4 ~ 2016. 1. 17(13박14일)

    - 필리핀 : 2016. 1. 7 ~ 2016. 1. 20(13박14일)

    - 캄보디아 : 2016. 1. 5 ~ 2016. 1. 18 (13박15일)

 다. 나눔여행 홍보
  (1) 2015년 나눔여행 홍보자료 제작

    ㅇ 내용 : 나눔여행 소개, 몽골, 인도, 베트남, 필리핀 나눔 여행 소개

    ㅇ 편집‧디자인 : 디자인 ‘모루’ (김병호 이사 재능기부)

 

  (2) ACE 및 CK 선정 대학 대상 홍보

    ㅇ 일시 : 2015. 2. 3    

    ㅇ 대상 : ACE 및 CK 사업 선정 대학 92개

    ㅇ 방법 : 나눔여행 홍보자료, AFs 홍보자료 송부   

  (3) 기 실시 단체/기관 대상 홍보

    ㅇ 일시 : 2015. 4. 11∼18

    ㅇ 대상 : 경기도장애인복지협회, 울산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ㅇ 내용 : 나눔여행 홍보자료, AFs 홍보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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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대 상 내 용 강 사
2.13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계화와 다문화 김준식
2.14 경기도 다문화교육연구회 이주안동 인권과 교육 김준식
5.30 경상남도 밀양 

한길 전문가포럼 외국인들의 한국에서의 삶 김준식

6.8 한남대학교 대학생, 시민단체 
종사자 다문화 청소년 교육 김준식

6.12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 사업에 대한 한국인의 
자세 김준식

7.21 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 
이중언어교육 강사 한국의 다문화사회 김준식

7.28 서울시 대학로 국제교육원 한국의 다문화사회 김준식

(4) 자원봉사센터 대상 홍보

    ㅇ 일시 : 2015. 9. 3    

    ㅇ 대상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18곳, 청소년활동진흥센터 4곳

    ㅇ 방법 : 나눔여행 홍보자료, AFs 홍보자료 송부   

3. 다문화사업

 가. 다문화 사회교육(다문화 강사은행) 

  (1) 주관 : 한국다문화교육학회(대표 차윤경 회장) 

            (사)아시안프렌즈

  (2) 주요 추진 내용

 

 나.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선정‧추진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연극활동을 통한 다문화마을공동체 만들기

    ㅇ 연계단체 : 가족의 탄생, 이음터-세계여성들

    ㅇ 주무부처 : 서울시, 성동구청

    ㅇ 사업기간 : 2015. 8 ~ 11

    ㅇ 장소 : 다문화카페 ‘이음터’, 성동청소년수련관

    ㅇ 추진일시 : 매주 토요일 11: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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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주요 내용 참여자
마을공동체 

만들기
 - 성동 ‘다정극단’ 구성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    
    자 및 한국인 참여

 - 성동무지개 회원

울타리 허물기
 - 실적 : 3회
 - 내용 :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법
          매력 넘치는 소통방법
           연극활동을 통해 소통하기

- 강사 : 전미옥
        (CMI 대표)
- 성동무지개  회원

작은 연극 
만들기 

 - 실적 : 작은 연극 활동 8회, 공연 2회
 - 내용 : 친밀감 형성, 
          현재와 과거모습 드러내기, 
          어린 시절 놀이와 삶의 힘 찾기,   
          공연흐름 이해, 
          자신을 조각으로 표현,
          선녀가 되어 살아보기,
          대본 리딩, 발성연습, 
          전체 장면에서 동선 확인하기, 
          전체 장면 및 부분 연습
 - 공연
   ․ 제목 : ‘성동마을에 사랑 걸렸네’
   ․ 장소 : 성동청소년수련관
   ․ 일시 : 2015.11.22(일)
           14:00, 16:00(2회) 

- 강사 : 유지원, 
         이경배
- 참여자 : 성동다정
극단 회원
- 관객 : 70여명
        (1,2회)

다문화 
플리마켓

 - 실적 : 2회
  ․ 10.18 성동구 2015 사회적 경제 
    한마당 ‘마을에서 협동하다’에서 
    ‘성동무지개’ 부스 운영(왕십리역광장)
  ․ 10.28 서문연 페스티벌 ‘문화로 행복한   
   서울 2015’에서 ‘성동무지개’부스 운영     
 (소월아트홀 야외무대)

   ㅇ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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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기간 참여학생 활동내용 지도교수/간사
제3세계와 

국제개발협력 3월~6월 10 명 AFs업무보조
국제개발력 학습 이선미/김미강

요일 및 시간 이름 학년 학과 업무내용
월

14:00-16:00 김정연 2 산업디자인 나눔여행, SL참가자 
커뮤니티 구성

월
16:00-18:00 이연재 4 의류 온라인모금 관리

수
13:00-15:00 김미연 4 행정 후원자 관리

수
16:00-18:00

공엔젤 3 경제
CSR기획

장소희 3 경영
안수현 3 경영
김수민 1 경제
정수영 3 사회복지

목
10:00-12:00

조영은 1 사회복지 캠페인 기획
윤현지 1 중어중문

 다. 제4회 한국다문화청소년상 후원 

   ㅇ 주관 : 코리아타임즈

   ㅇ 후원 : 여성가족부, 아시안프렌즈, 서울YMCA,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등

   ㅇ 후원내용 : 김준식 이사장 심사위원장으로 참여

   ㅇ 시상식 : 2015. 12. 17

 

4. 교육사업

 가. 한국 사회․문화 이해교실(ELK 프로그램)
  (1) 베트남 유학생 한국어교실 운영 
    ㅇ 대 상 : 서울대․숭실대․중앙대 대학원 재학중인 베트남 유학생

    ㅇ 기 간 :  2015년 1월 ～2015. 8월  매주 일요일 오후 2:00～4:00

    ㅇ 장 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01동 세미나실

    ㅇ 내 용 : 한국어 기초반, 초급1반, 초급2반(교재;아름다운 한국어)

    ㅇ 강 사 : 이남숙, 최영미, 오경애, 쿠인 안

    ㅇ 운영 실적 : 1월∼8월 중 25회 진행 

 나.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1) 서울여자대학교 서비스러닝(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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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기간 참여학생 활동내용 지도교수/간사
제3세계와 

국제개발협력 9월~12월 8명 AFs업무보조
국제개발력 학습 이선미/유지향

GUI디자인 9월~12월 2명 AFs업무보조 박수이/유지향

요일 및 시간 이름 학년 학과 업무내용
화

16:00-18:00
신예진 2 콘텐츠디자인과 AFs홍보 리플릿, 

HTML 이미지 제작이정온 2 콘텐츠디자인과
목

14:00-16:00
양소정 4 불어불문 후원자예우방안 

모색, 잠재후원자 
관리

원혜란 4 사회복지
김송희 4 사회복지

금
16:00-18:00

이지은 3 방송영상 네이버 블로그 개설 
및 운영 김수현 1 사회복지

김소희 4 방송영상 홈페이지관리(WIX) 
이미지 제작

박은지 2 영어영문 기업CSR
이보영 4 경영

후원금 접수채널 
개선방안 모색, 

모금아이템 기획

  (2) 서울여자대학교 서비스러닝(2학기)

5. 기획협력사업
  
 가. 연대사업 

   (1)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웍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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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  용 비 고
1. 20 ㅇ 실행위원회 

 - 참석 : 김준식 이사장
서울YMCA 

회의실

2. 24 
ㅇ 실행위원회 
 - 참석 : 김준식 이사장
 - 내용 : 성명서 채택, 사례집 발간 등 합의,  
          실행위원장 선임(소라미 변호사),    
          상임대표 선임(김준식)

서울YMCA 
별관

3. 17
ㅇ 실행위원회 
 - 참석 : 김준식, 이남숙
 - 내용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대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4. 28
ㅇ 실행위원회 
 - 참석 : 김준식, 이남숙
 - 내용 : 5. 20 세계인의 날 이주아동권리보  
          장’행사 협의 

서울 YWCA 
회의실

5, 11
ㅇ 실행위원회 
 - 참석 : 이남숙, 유지향
 - 내용 : 5. 20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점검

서울 YWCA 
회의실

5. 12 ㅇ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간담회
 - 참석 : 이남숙 국가인권위원회

5.18
∼20

ㅇ 이주아동네트워크 기획 전시회
 - 개회식 : 2015, 5, 20  11:00 
 - 참석 : 김준식, 이남숙, 유지향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

    ㅇ 참여단체 : 총 25개 기관·단체 

      (아시안프렌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계선린회, 서울YMCA, 서울

YWCA,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흥사단, 샬레시오 수녀회, 

프렌드 아시아,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HCR, 이주민건강협

회, 무지개청소년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 월드머시코리아, 안산글로벌센터, 생

명누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과 함께, 대전

외국인종합복지관, 수원시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ㅇ 주요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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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원사업

   (1) 회원 현황

    ㅇ 2015년 12월 31일 현재 432명

   (2) 뉴스레터 제작․발송

    ㅇ 횟수 : 1월∼12월 중 12회

    ㅇ 대상 : 회원 및 관련자(기관) 등

    ㅇ 내용 : 아시안프렌즈 활동 소개

   (3) 2015년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발송

    ㅇ 대상 : 회원 및 관련 기관․단체

     - 일시 : 2015. 2. 28

   (4) 후원자 예우품 발송

    ㅇ 대상 : 정기후원자(CMS) 263명

    ㅇ 예우품 : 복면사과 후원 수제노트(114명), AFs 달력(149명)

 다. 홍보사업

   (1) 아시안프렌즈 홈페이지 개편
    ㅇ 주소 : asianfriends.wix.com/asianfriends

   (2) SNS 홍보
    ㅇ 다음카페 : 몽골사업 관련 글 26회, 인도사업 관련 글 11회, 

                 베트남 사업 관련 글 1회, 아시아어린이돕기 관련 글 9회, 

                 나눔여행 관련 글13회, 다문화작은연극 관련 글 15회 등재

    ㅇ 페이스북 : 몽골사업 관련 글 24회, 인도사업 관련 글 5회, 

                 캄보디아 사업 관련 글 2회, 베트남 사업 관련 글 1회, 

                 아시아어린이돕기 관련 글 3회, 나눔여행 관련 글 5회, 

                 다문화작은연극 관련 글 4회 등재

    

   (3) 아시안프렌즈 홍보 리플릿(온라인용) 수정·제작 

    ㅇ내용 : 아시안프렌즈 사업 소개, 후원방법 등

    ㅇ제작 : 디자인 모루(대표 :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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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옥외광고 제작 설치

    ㅇ 일시 : 2015. 2. 10

    ㅇ 장소 : 신한넥스텔 정면 외벽

    ㅇ 내용 : 단체 로고 및 단체명 제작 부착

         

   (5) 온라인서포터즈 2기 ‘AFro’ 발족

    ㅇ 일시 : 2015. 3. 6 16:00 ~ 18:00      

    ㅇ 참석 : 온라인서포터즈 5명(총 인원 10명), 이남숙, 김미강

    ㅇ 내용 : 발족식, 아시안프렌즈 소개, 활동 오리엔테이션

   (6) AFs 소개 리플릿 제작

    ㅇ 사양 : A4 양면 원색 인쇄, 세로 2번 접지

    ㅇ 내용 : 국제개발협력 사업 소개, 후원 안내 등

    ㅇ 편집 디자인 : 서울여대 서비스러닝팀

    ㅇ 사용처 : 후원자 예우품 동봉 

 라. 모금사업

   (1)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운영 

    ㅇ 인도 찬드라반 아동 영양식 지원 모금함

     - 모금기간 : 2015. 6. 9 〜 2015. 7. 20

     - 모금기간 : 2015. 7. 21 ~ 2015. 9. 30 

     - 모금기간 : 2015. 10. 2 ~ 2015. 11. 2

    ㅇ 몽골 꿈나무센터 지원 모금함

     - 모금기간 : 2015. 2. 21 〜 2015. 8. 31

     - 모금기간 : 2015. 6. 9 〜 2015. 7. 20

     - 모금기간 : 2015. 7. 21 ~ 2015. 9. 30 

     - 모금기간 : 2015. 10. 9 ~ 2015. 11. 30

    ㅇ 캄보디아 오짬나 우물 지원 모금함

     - 모금기간 : 2015. 2. 9 〜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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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베트남 한베가정 어린이 지원 모금함

     - 모금기간 : 2015. 8. 5 ~ 2015. 9. 6

   (2) 다음 ‘희망해’ 모금함

    ㅇ 모금기간 : 2015. 5. 21~ 8. 20

    ㅇ 주소 : http://hope.daum.net/donation/detailview.daum?donation_id=109845 

   (3) 와디즈 몽골인형 판매 모금함 운영 

    ㅇ 몽골 꿈나무센터 지원 모금함

     - 모금기간 : 2015. 4. 10 ~ 6. 30

     - 주소 :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853

     - 내용 : 몽골 꿈나무센터 후원금 모금 및 후원자 기념품 제공

   (4) 캄보디아 오짬나마을 물탱크 지원 활동 

    ㅇ 팀명 : 캄누미(서울여대 캄보디아 나눔여행 참가자)

    ㅇ 내용 : 아로마캔들 제작 판매  

   (5) 혜성여자고등학교 교내 모금 캠페인 

    ㅇ 일시 : 2015. 5. 14

    ㅇ 참석 : 서울여대 S-L 조영은 학생

    ㅇ 내용 : 천원기부 및 멘토링 프로그램 포스터 부착

   (6) 오프라인 모금함 설치

    ㅇ 아크릴 모금함 5개 제작 및 2개설치

      - 설치장소 : 비전레스토랑, 우리은행

   (7) 와디즈 ‘예그리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사회공헌동아리)

    ㅇ 인도 찬드라반 어린이 지원 모금

     - 모금기간 : 2015. 10. 9 ~ 11. 30

     - 주소 :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853

     - 내용 : 자체 제작한 꿈·희망공책 크라우드펀딩 모금

     - 용도 : 인도 찬드라반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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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특별 후원

    ㅇ복면사과 까르네 물품 후원

     - 일시 : 2015. 4. 7/ 6.22(2회)

     - 내용 : 친환경 노트 및 수첩 각 1박스 

    ㅇ 아시아어린이돕기 후원물품 기증

     - 일시 : 2015. 8. 19

     - 기증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 내용 : 재활용 노트북 5대 

    ㅇ 시립광명 어린이집 특별후원

     - 일시 : 2015. 9. 11

     - 내용 : 어린이집 시장놀이 수익금

     - 금액 : 327,990원

 마. KCOC(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가입 
  ㅇ 일시 : 2015. 6.26 

  ㅇ 혜택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우선권부여,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파견 기회제공,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민관협력 인큐베

이팅 프로그램 참여, KCOC 발간자료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자

료 제공, 협력 및 연대 참여 기회 제공 

 

 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등록 
  ㅇ 일시 : 2015. 5.22

  ㅇ 내용 : VMS등록 시스템 활용(봉사자 모집 및 봉사 활동)

 사. 공모
  ㅇ 공모신청 : 7건

  ㅇ 선정 : 1건(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사업)

  ㅇ 공모기관 : 서울특별시

  ㅇ 사업명 : 연극활동을 통한 다문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ㅇ 사업비 : 6,555,000원(보조금 5,955,000원, 자부담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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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시 장 소 안 건 참 석 위임
1차 1. 19 아시안프렌즈 1.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
이사 8명

간사 4명

2차 2. 12 아시안프렌즈
1. 2014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2.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2015년 총회 관련 토의

이사 7명
간사 5명

3차 2. 26 아시안프렌즈 1. 3기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 이사 선임 이사 8명 6명

4차 4. 8 아시안프렌즈

1. 2015년 1/4분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지식․정보 공유 : 최근 국제개발
협력 이슈 및 방향/주성수

3. 토론 : 아시안프렌즈 3기 위원
회 구성

이사 10명
직원 2명 5명

5차 7. 18 가평군 
사계농장

1. 2015년 상반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설명
3. 자유토론

이사 7명
직원 1명 6명

6차 10.19 아시안프렌즈
1. 2015년 3/4분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자유토론

이사 7명
직원 2명 8명

6. 운영

 가.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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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안          건 장소 참석

2. 23
 1. 2014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3. 제3기 임원 선출, 공천위원 선출

성동청소년
수련관 303호 15명

 나. 2015년 정기총회 개최

 다. 위원회 개최  

   (1) 제1회 해외사업위원회 개최

    ㅇ 일시 : 2015. 5. 1  16:00

    ㅇ 장소 : 아시안프렌즈 사무실

    ㅇ 참석 : 곽 온, 전미옥, 이남숙, 김미강, 유지향

    ㅇ 내용 : 2015 서울동행프로젝트 해외봉사활동 및 코이카 제안 관련  

   (2) 제2회 해외사업위원회 개최

    ㅇ 일시 : 2015. 8. 20  17:00∼19:00

    ㅇ 장소 : 아시안프렌즈

    ㅇ 참석 : 곽 온, 김준식, 이남숙, 김미강, 유지향

    ㅇ 내용 : 몽골 꿈나무센터 활동가 파견 방법 등 논의

   (3) 기획위원회 임시회의

    ㅇ 일시 : 2015. 5. 19  12:00

    ㅇ 장소 : 비전 레스토랑

    ㅇ 참석 : 김병호, 전미옥, 이남숙, 김미강

    ㅇ내용 : AFs 홍보 및 모금, 회원 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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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무국 운영

  (1) 사무국 직원 신규 채용  

이름  채용일 사유  비고
유지향 2015. 4. 1 사무국 인력 보강 KOICA ODA 인턴
한다은 2015. 10. 1 전임 김미강 간사 퇴직 KOICA 스리랑카사무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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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수       입

관 항 목 예산 수입 차액

1.회비 및 

기부금
　 　 78,500,000 70,978,940   7,521,060

　 회비 　 36,480,000 33,708,000   2,772,000

　 기부금 　 17,820,000 21,241,820 △3,421,820

　 　 특별기부금   5,720,000 16,449,720 △10,729,720

　 　 강사은행     100,000 -     100,000

　 　 해피빈   12,000,000 4,792,100   7,207,900

이벤트모금  2,500,000  3,056,100 △556,100

　 후원금 　 17,200,000 10,500,000 6,700,000

　 　 세종초등학교  6,000,000  6,000,000 -

　 　 한가람유치원  4,000,000  4,500,000 △500,000

　 　 후원자개발  7,200,000 - 7,200,000

　 돼지저금통 
모금 　 4,500,000 2,473,020 2,026,980

2.참가비 　 　 150,000,000 167,213,791 △17,213,791

　 나눔여행 　 150,000,000 167,213,791 △17,213,791

3.보조금 - 5,955,000 △5,955,000

 4.기타 　 　  16,550,000  17,219,565 △669,565

　 뉴스레터재능 
기부액 　 12,600,000 12,650,000 △50,000

　 홍보자료재능
기부액 　  3,000,000 1,573,000 1,427,000

　 대여금 환입 　   500,000 - 500,000

　 교육참가비 　   300,000    130,000 170,000

　 예금결산이자 　 -    32,495 △32,496

잡수입 150,000 2,834,070 △2,684,070

5.이월금 　 　 21,847,384 21,847,384 -

합 계 　 　 266,897,384 283,214,680 △16,317,296

다. 2015년 결산

 1. 수지계산서(2015. 1. 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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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지         출

관 항 목 예산 지출 차액

1.사업비 　 　 198,997,000 187,717,222 11,279,778

　 국제개발
협력사업 　  29,500,000   20,912,138 8,587,862

　 　 몽골 청소년 
꿈나무 센터  14,000,000   11,257,298 2,742,702

　 　 인도 기초 
영약식 지원   7,500,000    5,901,070 1,598,930

　 　 베트남 
희망장학회   5,000,000    1,534,000 3,466,000

　 　 국제개발협력
조사 3,000,000    2,219,770 780,230

　 나눔여행 　  131,800,000  136,274,141 △4,474,141
　 　 해외나눔여행  131,800,000  136,274,141 △4,474,141
　 다문화사업 　  12,047,000    6,568,720 5,478,280

　 　 SOS 
무지개은행   5,000,000 - 5,000,000

　 　 다문화 
강사은행     250,000 - 250,000

　 　 다문화연극 6,797,000    6,568,720 228,280
　 교육사업 　    1,300,000      512,540 787,460

ELK 프로그램      800,000      335,000 465,000
청년학생지구
촌이해교육      500,000      177,540 322,460

　 기획협력
사업 　   24,350,000   23,449,683 900,317

　 　 이주아동
권리보장운동 -      201,960 △201,960

　 　 회원사업   15,600,000   11,280,720 4,319,280
　 　 홍보사업    5,250,000   10,664,360 △5,414,360
　 　 모금사업   3,500,000    1,302,643 2,197,357

2.운영‧ 
관리 　 　  67,900,000  56,751,600 11,148,400

　 운영비 　   48,900,000   43,079,950 5,820,050
　 　 인건비   38,400,000   35,569,440 2,830,560
　 　 사회보험금    4,500,000    3,641,660 858,340
　 　 퇴직적립금    2,000,000    1,500,000 5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1,170,440 829,560
　 　 총회 이사회    2,000,000    1,198,410 801,590
　 관리비 　   19,000,000  13,671,650 5,328,350

　 　 사무실 임차 
및 관리   12,000,000   10,751,320 1,248,680

　 　 소모품비   1,000,000      270,530 729,470
　 　 제세공과금   2,000,000      743,230  1,256,770
　 　 수용비,수수료   4,000,000    1,906,570 2,093,430

합    계 　 　 266,897,000 244,468,822 22,428,178
이월금액 　 　   38,7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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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수 량 금 액(원) 용 도
책상 4             180,000 사무용 비품

책상 의자

2              95,000 〃
1              57,500 〃
1              22,500 〃
5              35,750 〃

테이블 1             100,000 〃
테이블 의자 15             111,500 사무용 비품

화일박스 1              35,000 〃

책장
1           32,500 〃
1           45,000 〃
1           25,000 〃

책꽂이 2           10,000 〃

서랍
3           49,500 〃
1           10,000 〃

옷장 1           40,000 〃

컴퓨터

1          315,000 사무용 기기
2          450,000 〃
1          400,000 〃
1          490,000 〃
1          268,450      〃(노트북)
1           90,000   〃(외장 하드)

빔프로젝트 1          360,000 〃
냉장고 1           95,000 사무용 가전
전화기 2           17,500 〃
가습기 1           27,500 〃
청소기 1           50,000 〃

　계       3,412,700 　

 2. 자산현황

재 산 총 괄 표

(2015. 12. 31  현재)

재 산 구 분 평 가 액(원)

기  본  재  산
보통예금(현금) 38,745,858 

사무실 임차 보증금 10,000,000
계 48,745,858

보  통 재  산

사무용 비품(책상 등)    849,250
사무용 기기(컴퓨터 등)  2,373,450
사무용 가전(전화기 등)   190,000

계 3,412,700 
합   계  52,158,558

보 통 재 산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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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전기

자산

  유동자산 38,745,858 21,847,384

   현금및현금성자산 38,745,858 21,847,384

  비유동자산 13,412,700 14,777,780

   임차보증금 10,000,000 10,000,000

   유형자산

    집기비품 6,825,400 6,825,400

    감가상각누계액 (3,412,700) (2,047,620)

3,412,700 4,777,780

자산 총계  52,158,558 36,625,164

부채 - -

자본

  기본재산 51,629,270 51,629,270

  이익잉여금(결손금) 529,288 (15,004,106)

(당기순이익 15,533,394)

(전기순이익    71,579)

자본 총계  52,158,558 36,625,164

부채 및 자본 총계 52,158,558 36,625,164

 3. 재무 상태

재 무 상 태 표


제7기 당기 2015년12월31일 현재 

제6기 전기 2014년12월31일 현재

(사)아시안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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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전기

수익 261,367,296 198,831,506

  회비 33,708,000 33,237,500

  기부금 37,270,940 44,592,396

  참가비 167,213,791 107,722,200

  보조금 5,955,000 -

  기타 17,219,565 13,279,410

비용 245,833,902 198,759,927

 사업비 187,717,222 141,454,817

  국제개발협력사업 20,912,138 24,163,567

  나눔여행 136,274,141 96,398,960

  다문화사업 6,568,720 1,480,000

  교육사업 512,540 878,720

  기획협력사업 23,449,683 18,533,570

 운영관리비 56,751,600 50,990,020

  운영비  43,079,950 36,621,110

  관리비 13,671,650 14,368,910

 감가상각비 1,365,080 2,047,620

 보조금상환액 - 4,267,470

 당기순이익 15,533,394 71,579

손 익 계 산 서


제7기 당기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제6기 전기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사)아시안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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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 사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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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6년 사업 계획 및 예산

가. 2016년 아시안프렌즈 사업 계획

     
 

 

 1. 국제개발협력 사업

   가. 몽골 청소년․꿈나무 어린이 지원 사업 

    ○ 2010년 11월부터 시작한 몽골 울란바타르 시 바가노르 구 결손가정  

어린이 3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식료품이나 의복, 난방용 연료, 의약품 등 

기초생필품(BHN)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 2013년 11월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몽골 청소년 꿈나무센

터’개관, 2014년 초부터 센터 운영을 위해 해외 봉사자를 파견, 현지 파트너

인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 2016년부터 KCOC WFK로 해외 봉사자를 파견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꿈나무 

아동 1:1 결연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바가노르

구 빈곤층이 거주하는 제3, 4구역 개발운동을 프로젝트화하여 KOICA 민간단

체 지원사업으로 신청한다. 

  나. 인도 오르차 찬드라반 아동 영양 지원 사업 
    ○ 2010년부터 11월부터 시작한 인도 찬드라반 마을학교 지원사업은 ‘인도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공동체

2016년 사업 중점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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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규직 교사파견’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2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찬드라반 아동 70여명을 위한 기초영양 지원 사업은 2016년에도 

계속한다. 

    ○ 2016년에는 특히 찬드라반 마을 주민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설계·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인근 아디바시 

거주지역인 로티아니에 마을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검토한다.(현지 답사 및 조사)

 

  다. 베트남 ‘희망 장학사업’
    ○ 베트남 희망장학사업은 2012년 장학금 810,000원 지원으로 출발하였

으나 2014년에는 13,657,000원, 2015년에는 22,000,000원(월드머시 코리아, 

개인 후원금 포함)으로 확대, 호치민시 구찌현 및 떠이닝성 짱방현 관내 초․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안호아․안빈탄 초등학교 등 6개 학교 독

서실 설치 등으로 발전하였다.

    ○ 2016년에는 기존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모금확대를 통해 수혜자를  

확대해 나간다.

 2. 나눔여행 사업

  가. 나눔여행 

    ○ 인도, 미얀마,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아시아 빈곤

국을 여행하는 나눔여행을 아시안프렌즈의 브랜드사업으로 정착시키고, 2016

년에는 10회 100명 이상 진행한다.

  나. 현지 활동가 위촉
    ○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나눔여행 대상국에 현지 활동가를 위촉하

여 나눔여행을 지원하도록 한다.

     - 역할 : 현지 프로그램 대상기관 조사, 자연․문화유적지∙식당∙숙소 등 조

사, 나눔여행 현지 프로그램 수립, 나눔여행단 안내 등

  다. 나눔여행 지도교사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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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위촉된 나눔여행 지도교사를 재정비하고, 분기별 워크샵을 개

최, 여행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고 지도교사 간 유대를 강화한다.

3. 다문화사업

  가. 다문화 사회교육
    ○ 한국다문화교육학회와 공동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을 위한 ‘다문화사

회교육’을 2016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의 ‘다문화 인

식개선 종합대책’에 맞추어 다문화사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기관, 단체, 학교, 유치원 등에 광범위하게 홍보한다.

    ○ 이미 확보된 ‘다문화 강사은행’에 더해 이주자 출신 다문화강사를 추

가하여 교육 수요 기관/단체에 적합한 강사를 파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한다.

  나. 다문화공동체 ‘다정극단’ 운영
    ○ 2015년에 진행한 ‘연극 활동을 통한 다문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성과

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성동구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자조

역량 강화를 돕는 신규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4. 교육사업

  가. ELK 프로그램 계속
    ○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사회·

문화·정치·경제 등의 이슈를 다루는 ELK프로그램(한국 사회․문화이해교실)을 계

속 추진한다.

    ○ 201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실’은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등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계속 운영하며,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인재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서울여대)의 Service-Learning 프로

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학습과 국제사회 기여 해외봉사프

로그램을 나눔여행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발전시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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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대학생, 청년, 시민들의 지구촌 이해 교육(글로벌이슈

-MDGs/SDGs 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한다. 

   

 5. 기획협력사업 

  가. 이주아동 권리보장운동
    ○ 국내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회원사업
    ○ 2016년 회원·후원자 목표(회원 400명, 회비 월 320만원)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 임원과 위원, 핵심 회원별 목표를 할당하고(이사, 감사, 

직원각각 연간 10명 목표) 회원․후원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매월 뉴스레터를 제작·발송(On, off-line)하여 아시안프렌즈 소식을 공

유하고, 각종 사업에 회원·후원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다. 홍보사업
    ○ 홈페이지와 카페를 방문객 위주로 개편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

    ○ 아시안프렌즈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후원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에 발송하고, 주요 사업별(나눔여행, ELK프로그램, 베트남 장학사업 등)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온라인 모금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아시안프렌즈 홍보 

효과 증진과 모금 활동에 기여를 목적으로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을 확대한다.

  라. 모금사업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절약정신과 저축의 중요성, 나눔의 

소중한 의미를 알리는 돼지저금통 모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2016년도 주요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여 기업, 재단, KOICA,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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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제안. 이를 위해 모금원을 조사하여 현황표를 만들

고 모금원별 전담자(직원, 프로젝트 담당 회원)를 배정하여 역할을 부여한다.  

    ○ 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등을 통해 네티즌과 소통하는 온라인 모금

활동을 확대한다.  

 

 마. 조사·연구
    ○ 현재 아시안프렌즈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필요에 따라 그 외

의 국가를 대상으로 빈곤퇴치 및 아동의 보건,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

장 조사를 진행한다.  

    ○ 한국 내 이주자단체(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등)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연대(조직, 사업 등)를 모색한다.

 

6. 아시안프렌즈 조직 강화

 가. 이사회 보강
    ○ 아시안프렌즈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 회원을 보강하고, 이

사회에서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를 운영한다.

 나. 위원회 활성화 및 소모임 조직
    ○ 아시안프렌즈 운영규정에 맞추어 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 신규 위원 영입,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OT,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 대학생회, 청년회, 외국인노동자 동아리, 다문화 동아리 등을 조직하

여 아시안프렌즈 사업과 연계 활동을 전개한다. 

 라. 자원봉사자 활용
    ○ 사업별 자원봉사자를 모집,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다문화교육사업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사무국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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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1월 ∼ 12월

대상지역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가노르구 

사업목적

SDG 1〜3  빈곤 ․ 기아 퇴치, 건강한 삶 보장

 ㅇ 매월 빈곤아동 가정에 BHN 지원 및 매일 한 끼 식사 제공

SDG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보장

 ㅇ 꿈나무센터 운영을 통해 학습능력 배양

SDG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야의 역량 강화

 ㅇ 인성교육을 통한 지구촌 시민의식 함양

 ㅇ 컴퓨터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해 여아의 능력 향상 

사업대상  바가노르구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아동 40여명

사업내용

1) BHN 지원

 ㅇ 매월 바가노르구 3,4구역 빈곤가정에 

기초생활필수품(BHN, 식량, 땔감, 의류, 의약품, 학용품 등) 

지원

 ㅇ 가정 방문을 통한 아동 가정환경 조사

2) 꿈나무센터 운영

 ㅇ 하루 한 끼 영양식 제공 

 ㅇ 방과 전‧후 교육 : 예체능, 한국어, 보건․위생, 인성교육 

3) 지속가능한 교육봉사 및 나눔 실천

 ㅇ 방법 : 나눔여행단 파견

 ㅇ 시기 : 연 1〜2회

 ㅇ 내용 : 교육봉사, 나눔(의류, 학용품 등) 실천

4) 1:1 아동 결연

 ㅇ 개별 아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ㅇ 방법: 후원자 1인과 아동 1인의 결연

5) KCOC WFK 봉사자 파견

 ㅇ 파견기간 : 2016. 2. ~ 2017. 1

 ㅇ 이름 : 이하양

6) 지역개발 

 ㅇ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프로

나. 2016년 단위사업 계획

 1. 국제개발협력사업

 가. 몽골 꿈나무어린이 지원사업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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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1월 ∼ 12월
대상지역  인도 오르차 찬드라반 

사업목적

SDG 1〜3  빈곤 · 기아 퇴치, 건강한 삶 보장
 ㅇ 매일 빈곤아동들에게 기초영양식을 제공하여 영양결핍 해소
SDG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보장
 ㅇ 학용품과 도서를 지원하여 아동․청소년 잠재력 향상

젝트 화하여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신청

7) 추진방법 :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와 공동 추진

 ㅇ 너몬자야(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 대표)

  - 바가노르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 파악 정리 및 생활지도

  - 봉사자 거주 및 활동 지원

 ㅇ 봉사자

  - 꿈나무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조사

  - 운영 관련 보고서 제출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14,760천원 지 출 14,76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세종초등학교 
후원

6,000 500×12개월

BHN지원 4,800 400×12개월

꿈나무
센터 운영

5,800
교육진행: 300×12개월
비품구입: 1,000
BA 활동비: 100×12개월

돼지저금통 
모금

2,500
 

센터
관리비

2,160
유지관리: 150×12개월
행정·사무: 30×12개월

해피빈모금 3,000 모니터링 1,500 출장비 등

이벤트모금 3,260
수용비
수수료

  500 송금, 물품 발송 등

총계 14,760 총계 14,760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나. 인도 오르챠 찬드라반 마을 빈곤아동 지원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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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웃마을 ‘로티아니’ 아동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 추진
SDG 8,12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 확립
 ㅇ 찬드라반 마을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추진

사업대상 찬드라반 마을 아동 70여명, 찬드라반 마을 주민

사업내용

1) 성장에 필요한 기초 영양식품 제공
 ㅇ 기초 영양식품(BHN) : 바나나, 오렌지 등
 ㅇ 시기 : 연중 매일(휴일 제외)
2) 지속가능한 교육봉사 및 나눔 실천
 ㅇ 방법 : 연 1〜2회 나눔여행단 파견
 ㅇ 봉사 : 찬드라반 아동들에게 예체능, 위생, 세계시민교육
 ㅇ 나눔 : 의류, 신발, 학용품, 의약품 등
3) 마을 개발 사업
  ㅇ 찬드라반 현지 조사 및 마을 공동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득
증대사업 설계 추진
  ㅇ 찬드라반 마을 개발 및 소득증대사업을 프로젝트화하여 기
업․민간 공모사업 신청 
  ㅇ 찬드라반 인근 ‘로티아니’ 마을 조사
4) 추진방법 : 현지 활동가와 협력하여 진행
  ㅇ 이름 : 딘 데얄(오르차 주민, 템플뷰 게스트하우스 운영)
  ㅇ 역할 : 1일 1회 아동에게 기초영양식 전달, 아동 지원 물품 전
달, 월 1회 보고서 제출, 나눔여행 등 아시안프렌즈의 활동 지원
※ 후원자 개발을 통해 하반기 중 봉사자 파견 검토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13,100천원 지  출 13,1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한가람
유치원 
지원

4,000 400×10개월
영양식 지원 3,600 300×12개월

소득증대사업 5,000 시설 설치비 등

활동가 활동비  600 50×12개월×1명해피빈 
모금

4,000
의료지원  500 의약품 1회

돼지저금통
모금

2,500
물품지원 1,400

학습용품: 350×2회
생활용품: 350×2회

이벤트 
모금

2,600 모니터링 1,500 현지 조사 등
수용비 수수료  500 송금수수료 등

총계 13,100 총계 13,100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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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지정후원금
7,000 지정기부금 

설날 
프로그램

5,000

장학금 지급 3,000

이벤트 모금 2,000 후원자 개발 독서실 설치  1,000

총계 9,000 총계 9,000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1월 ∼ 12월

사업목적

SDG 4, 5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보장
 ㅇ 베트남 호치민시 구찌현 떠이닝성 짱방현 지역 빈곤가정의 
성적우수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상급학교 진학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미래의 인재로 육성

사업대상 베트남 호치민시 구찌현 및 떠이닝성 짱방현 초․중․고․ 대학생

사업내용

1) 장학금 모금 
 ㅇ 도 옥 루이엔(희망장학회 위원)모금액과 아시안프렌즈 모금액
으로 장학기금 조성
2) 시기 
 ㅇ 2016. 2   ‘따뜻한 설날 보내기’ 프로그램 진행 
 ㅇ 2016. 6   베트남 방문, 초․중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3) 지속가능한 봉사 및 나눔 실천
 ㅇ 방법 : 나눔여행단 파견
 ㅇ 시기 : 연 2〜4회
 ㅇ 내용 : 교육봉사, 나눔(의류, 학용품 등) 실천
4) 구찌지역 마을 독서실 4개 설치 추진 : 컴퓨터, 도서 제공
5) 추진방법 : 희망장학위원회 운영
6) 장기적으로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 사업’ 및 ‘오지 
소수민족 지역 초등학교 만들기 사업’ 설계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9,000천원 지출 9,000천원

 다. 베트남 ‘희망 장학사업’

  (1) 사업 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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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6년 1월∼12월(연중)

대상지역  인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호주

사업목적

SDGs 1〜17  지속가능한 발전
 ㅇ 빈곤, 환경, 국제개발협력, 다문화 수용성 등 글로벌 이
슈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쉽 훈련 및 지속
가능한 지구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을 실천

사업대상 아시안프렌즈 회원 및 나눔여행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

사업내용

1) 나눔여행 기간

 ㅇ 일반인 : 7박 8일 기준, 9박 10일 기준

 ㅇ 학  생 : 14박 15일 기준

2) 실시횟수 : 10회 이상

3) 나눔여행 내용 

 ㅇ 현지 협력기관/단체 방문

  - 인도 : 오르차 찬드라반 마을

  - 몽  골 :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 베트남 : 호치민시 구찌 지역

  - 필리핀 : 두마게티 실리만대학 페밀리 아가페

  - 캄보디아 : 프놈펜, 시하눅빌

  - 미얀마 : 다마레퀴타사원

 ㅇ 봉사 및 나눔 실천

  - 방문국 오지 빈곤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봉사, 위생교

육,      나눔 실천, 지역 조사, 문화 교류 등

 ㅇ 원조 프로젝트 기획

  -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NGO 단체 또는 현지 NGO 단체

를 방문하여 해외 원조 학습기회 제공

  - 참가자가 방문한 빈곤지역에 대한 원조 프로젝트 기획

  (참가팀이 프로젝트를 기획 및 후원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후원 물품 전달

  - 아시안프렌즈에서 수집한 후원 물품을 나눔여행팀이 현

지에 직접 전달

2. 나눔여행사업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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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나라 테   마 대   상 인원

5월 베트남 봉사‧나눔․교류 기관 및 단체 10명
캄보디아 봉사‧나눔․교류 기관 및 단체 10명

7월 
몽골 교육봉사‧나눔 서울여대 GSL 12명

필리핀 교육봉사‧나눔 서울여대 GSL 12명
베트남 교육봉사‧나눔 서울여대 GSL 12명

8월 몽골 봉사‧나눔․교류 회원 및일반인 10명
베트남 봉사‧나눔․교류 희망장학회 10명

12월
인도 교육봉사‧나눔 서울여대 GSL 12명

필리핀 교육봉사‧나눔 서울여대 GSL 12명
베트남 교육봉사‧나눔 서울여대 GSL 12명

캄보디아 교육봉사‧나눔 서울여대 GSL 12명

  - 후원물품 수집 : 어린이집 나눔운동 등을 통해 물품 수집(의

류, 신발, 문구류 등 사용 가능한 물품)

4) 참가비용: 1인 150만원〜190만원 기준 

            (항공권 및 여행 전반 비용)

5) 참가인원: 1팀당 10명 내외 

 6) 2016년 나눔여행 계획(안) 

7) 사업 홍보

 ㅇ 2016년  ‘나눔여행’ 홍보자료 제작(온라인용)

 ㅇ 기 나눔여행 참가 기관/단체, 참가 예상 단체/기관/학교    

    홍보자료 발송

 ㅇ ACE 및 CK 선정대학에 홍보자료 발송

 ㅇ 홈페이지, 카페,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

8) 나눔여행 지도교사 운영

 ㅇ 나눔여행 지도교사 재정비 

 ㅇ 역할 : 프로그램 기획 참여, 인솔, 빈곤퇴치 프로그램 구상 

 ㅇ 워크샵 개최 : 분기별 1회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150,000천원 지출 137,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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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참가비 150,000 1,500×10명×10회

항공권 90,000 900×100명
여행자보험 1,000  10×100명
현지 활동비 40,000 4,000×10회
수용비,수수료 300  30×10회
워크북작업 500  50×10회

비자 3,500 70×50명
리플릿제작 1,500 　

지도교사 운영 800

총계 150,000 총계 137,600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6년 8월∼12월

사업목적

SDG 1〜5, 10,16,17 
 ㅇ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아시아 오지․
빈곤지역을 방문하여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쉽 훈련 및 지속가능한 지구촌 시
민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

사업대상  다문화가정 중․고․대학생

사업내용

1) 나눔캠프 일정
 ㅇ 기간 : 13박14일(해외 1회), 4박5일(국내 1회)
2) 실시횟수 : 총 2회(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각 1회)
3) 나눔캠프 내용 
 가). 해외나눔여행
 ㅇ 현지 협력기관/단체 방문
  - 몽  골 :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 베트남 : 호치민시 구찌 지역
 ㅇ 활동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3. 다문화사업

 가. 다문화 청소년 아시아 나눔 캠프(계획사업)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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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국 현지 청소년 교류활동, 현지 주요기관 방문,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 및 나눔 실천, 문화탐방 
 ㅇ 소요예산: 1인 150만원〜180만원 기준 

 나). 국내캠프
 ㅇ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사회적응 및 진로탐
색을 위한 프로그램, 역사탐방 등
 ㅇ 활동내용
 - 정체성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사회적응 및 진로탐
색 강의, 인적성 계발, 참여프로그램, 팀별활동, 세계시민교육, 레크
리에이션, 역사탐방 등으로 구성 
 ㅇ 소요예산 : 1인당 35만원 
5) 참가인원: 1팀당 15〜20명 내외 
6) 추진방법
 ㅇ 다문화청소년상 신청자 대상 모집
 ㅇ 기존 AFs나눔여행 프로그램과 연계 

담당위원회 다문화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48,190천원 지출 48,19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참가비

(해외)
10,000 500×20명

항공권 18,000 900×20명

여행자보헙    200  10×20명

현지 활동비 7,000 7,000×1회

수용비,수수료 50  50×1회

워크북작업 100  100×1회

비자 140 70×20명

프로그램진행 15,000

참가비

(국내)
2,000 100×20명

차량임대료 2,000
숙박비 2,000 20×5일×20명

프로그램진행비 700
강사비 1,200

문화탐방비 800 20×2회×20명
후원자 

개발
10,000

자료제작 1,000 　
이벤트모금 26,190

총계 48,190 총계 48,190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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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강사 기부 100 20×5회 회의비 200 다문화강사 포럼 등

아시안
프렌즈

150 진행비 50 다문화교육학회 간담회 등

총계 250 총계 250

구분 내  용
사업기간  2016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SDG 10,16   불평등 완화 및 포용적 사회 확대
 ㅇ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원하는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다문화강
사를 파견하여 지구촌 시민의식 고양 및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축에 
기여 

사업대상 한국인(다문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 학교 구성원)

사업내용

1) 협력단체 :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 강사구성 : 60여명
3) 강사파견 : 다문화교육을 원하는 기관에서 강사파견 요청시
적정한 강사 파견
 ㅇ 1개월에 1회 파견 목표
4) 홍보방안
 ㅇ 전국 공공기관 및 다문화관련단체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 1회/ 이메일 발송/ 6회)
5) 재정확보
 ㅇ 파견 강사는 강사료의 10%를 아시안프렌즈에 기부

담당위원회 다문화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250천원 지출 250천원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3월∼11월

사업목적 SDG 10․16   불평등 완화 및 포용적 사회 확대

 나. 다문화 사회교육 

  (1) 사업 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다. 다문화 공동체 ‘다정극단’ 운영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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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후원자 
개발

15,000
강사료 11,400

주강사 100×74시간
보조강사 80×50시간

활동수당 800 50×16회
스텝수당 500 100×5명

아시안
프렌즈

2,700

공연장 500
홍보자료 1,000
소모품 500

공연비 1,000

진행비 2,000
총계 17,700 총계 17,700

 ㅇ 다문화 마을공동체 ‘다정극단’ 운영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
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
에 기여

사업대상 결혼이민자, 한국인

사업내용

1) 제1단계 <연극의 발견>
 ㅇ 협력 극단이 제공하는 연극이해 관련 강좌로 구성
 ㅇ 연극의 종합예술적 성격, 연극의 창조성, 연극제작의 전 과정을 
학습
 ㅇ 8주간 회당 3시간의 강의와 실습 (총 24시간 강좌) 
2) 제2단계 <연극반 활동>
 ㅇ 이주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극반 활동 진행
 ㅇ 전문 극작가, 연출가와 팀을 이루어 연극창작
 ㅇ 이주민이 참여하여 만든 작품에 직접 출연하여 공연 발표
 ㅇ 8주간의 연극반 활동 (약 50시간 내외)
3) 제3단계 <이주민 창작공연>
 ㅇ 제2단계 연극반활동 결과를 보완하여 작품 완성도 제고
 ㅇ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순회 공연 진행
4) 단원 구성 : 기존 ‘다정극단’ 회원을 중심으로 신규 회원 보
강(20인 이내)
5) 추진방법 : 2015년 ‘다정극단’ 공연 성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관
련 정부, 지자체, 기업 등과 공동 운영 검토 

담당위원회 다문화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17,700원 지출 17,700천원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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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참가비 600 10명×30천원×2회 강사교통비 600 3명×5천원×40회

아시안
프렌즈

100 진행비 100

총계 700 총계 700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6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SDG 16․17  포용적 사회 확대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ㅇ 국내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이주자들이 한

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

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실

을 운영하여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대상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

사업내용

1) 맞춤형 한국어교실 운영 : 3개월 과정 3회
 ㅇ대상 : 주한 베트남인 유학생, 노동자 등
 ㅇ내용 :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종합과정
 ㅇ수업시간 : 주 1회 2시간
 ㅇ장소 : 아시안프렌즈
 ㅇ강사 : 루이엔, 쿠인 안, 이남숙 등
 ㅇ추후 계획 : 베트남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2) 한국사회․문화 이해교실 : 5개월 과정 2회
 ㅇ대상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ㅇ내용 : 신문 사설․칼럼 읽고 토론
 ㅇ시간 : 주 1회 2시간 

담당위원회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700천원 지  출 700천원

4. 교육사업

 가. ELK프로그램(한국 사회․문화 이해교실)

   (1) 사업 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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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6년 3월∼6월/ 9월∼12월

사업목적

SDGs 1〜17  지속가능한 발전
 ㅇ 대학생 대상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이슈 
및 빈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및 시민들의 
지구촌 이해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

사업대상
ㅇ 서울여자대학교 ‘제3세계와 국제개발협력’ 과목 수강생
ㅇ 한양대학교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으로 확대

사업내용

1) 서울여자대학교
ㅇ 학생수: 1학기 8명 기준 1년 15명 내외
ㅇ 방  법: ‘제3세계와 국제개발협력’ 수업과 연계하여 아시
안프렌즈와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기획 
ㅇ 참여시간: 주1회 사무실 방문 1회 2시간씩 학습
2) 한양대학교
ㅇ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문화센터와 협력하여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운영 모색
3) 아동․청소년 대상 지구촌 시민교육 구상

담당위원회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500천원 지  출 5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아시안프렌즈 

지원
500 25천원×2회

프로그램 

진행비
200 자료준비 등

간담회비 300

총계 500 총계 500

 나.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계속사업)

  (1) 사업 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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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아시안프렌즈 인적‧물적 자원 확보

사업대상  아시안프렌즈 후원자가 되고자 하는 일반인

사업내용
1) 후원자 모집 
 ㅇ 이사 및 직원 10명씩 영입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SDG 4, 10, 16

 ㅇ 이주아동(한국 국적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

의 사람)들의 인권, 건강권, 사회생활권, 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

해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운동
사업대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귀화 한국인 등

사업내용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주아동 권리 기본법’ 이 제

정 추진되도록 활동 

기대효과
ㅇ 성공적인 연대사업의 모델

ㅇ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들의 인간적인 권리의 제도적인 보장
담당위원회 사무국
소요예산 수입 300천원 지출 3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아시안프렌즈 
지원

300
연대활동 
참가비

300

총계 300 총계 300

5. 기획협력사업

 가. 이주아동 권리보장운동

  (1) 사업 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나. 회원사업

  (1) 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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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후원자 수 : 총 500명(회비 납부 회원 300명)
3) 목표 영입 후원자 수 : 50명
4) 한 달 평균 목표 회비: 3,300천원
5) 총 후원 수입 : 3,300천원×12개월=39,600천원

담당위원회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39,600천원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뉴스레터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아시안프렌즈 소식을 알리
고, 단체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사업대상 아시안프렌즈 후원자 및 후원단체

사업내용

1) 뉴스레터 제작․발송 : 매월 후원자들에게 아시안프렌즈 
소식이 담긴 소식지 발송
 ㅇ매월 15일 전후 : 이메일 발송
2) 연 1회 정기총회 자료집 이메일 발송
3) 감사 서신, 사업참여  독려 등 수시 발송

담당위원회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15,600천원 지출 15,6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후원기관 

기부금
12,600 1,050×12회

뉴스레

터 제작
12,600 1,050×12회

아시안프렌즈 

지원
300

회원관

리프로

그램

300 250×12회

총계 15,600 총계 15,600

   
  (2) 회원 서비스

   (가) 소요 예산

    (단위: 천원)



- 53 -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하반기

사업목적
아시안프렌즈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신규 후원자 

확보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
사업대상 아시안프렌즈를 알리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 등

사업내용

1) 아시안프렌즈 홍보 리플릿 제작

- 사양 : 32절 16쪽 기준

- 부수 : 2,000부

2) 필요시 SOS 무지개은행, ELK 프로그램 홍보 팸플릿 제작 검토 
담당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2,000천원 지출 2,000천원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3월～12월

사업목적
아시안프렌즈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단위사업을 프로젝트화
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안,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 확
보

사업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다문화사업 관련 정부․민간․기업의 공모
사업

사업내용
1) 단위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프로젝트화
 ㅇ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제작
2) 프로젝트별 주담당자 지정

담당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500천원 지출 500천원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년 1월 ~ 12월

사업목적
온라인을 통해 아시안프렌즈의 최근 활동을 홍보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시안프렌즈 인지도 상승

사업대상 온라인 서포터즈 약 20명

 다. 홍보사업

  (1) 홍보 리플릿 제작

  (2) 프로젝트 세일

  

  (3) 온라인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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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6년 1월～12월

사업목적
아시아 어린이돕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

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돼지저금통 모금 추진

사업대상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종희 이사, 곽 온 이사, 성문순 이사 

등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회원 중심)

사업내용
1) 돼지저금통 제작

2) 10여개 유치원‧어린이집에 모금 의뢰

담당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5,000천원 지  출 7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모금 4,500 10곳×500

저금통제작비 600 2,000개×300

나눔상장 제작  50

진행비  50

총계 5,000 총계 700

사업내용

1) 서포터즈 운영
 ㅇ 상·하반기 각 1회 10명 내외로 모집
 ㅇ 아시안프렌즈 사업 설명 1회
 ㅇ 서포터즈 팀 활동 매달 1회 이상 보고
2) 최신 활동글 및 모금 소식글 SNS 등재
 ㅇ 각 서포터즈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매체에 등재
3) 캠페인 활동
 ㅇ 서포터즈팀이 모금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담당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200천원 지출 200천원

 라. 모금사업

  (1) 돼지저금통 모금

    (가) 소요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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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1. 회비    39,600 -300명×12개월×11,000원

2. 기부․후원금   56,460

․ 기부금   18,600

-특별 기부금                   10,000천원  

-강사은행                         100천원  

-해피빈                          8,500천원  

  ‧ 몽골 꿈나무사업  3,000천원

  ‧ 인도 찬드라반    4,000천원

  ‧ SOS 무지개은행  1,500천원

․ 돼지저금통 모금    5,000 -10개 어린이집×500천원

․ 이벤트모금    7,860 -모금활동, 바자회 등

․ 후원금   25,000

-세종초        6,000천원(12개월×500천원)

-한가람        4,000천원(10개월×400천원)

-후원자 개발   15,000천원

3. 참가비  150,000

․ 나눔여행  150,000 -10명×10회×1,500천원

4. 보조금   

5. 기타   16,250 

․ 웹진 재능기부   12,600 -뉴스레터 (12개월×1,050천원)

․ 홍보자료재능기부    2,000 -홍보리플릿 등 

․ 프로그램 참가비      600 -ELK 프로그램 등

‧ 예금 이자       50

․ 잡수익    1,000

5. 전년도 이월금   38,746

     합  계  301,056

다. 2016년 예산  

 1. 수 입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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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1.  사업비 220,010         75% 

 가. 국제개발협력사업   40,860

․ 몽골 꿈나무어린이 지원   14,760

-BHN지원           4,800

-꿈나무센터운영      5,800

-센터관리비          2,160

-모니터링, 수용비 등 2,000

․ 인도 찬드라반 아동 지원   13,100

-영양식 지원         3,600

-소득증대사업        5,000

-의약품, 활동비 등   2,500

-모니터링, 수용비 등 2,000

․ 베트남 ‘희망장학’사업    9,000

-설날 프로그램  5,000

-장학금         3,000,  

-독서실 설치    1,000

․ 아시아 어린이돕기    2,000

․ 국제개발협력 조사 등    2,000

 나. 나눔여행사업  137,600

․ 해외 나눔여행  137,600 -10회×13,760천원

 다. 다문화사업   17,950

․ 다문화사회교육(강사은행)       250 -다문화강사포럼 등

․ 다문화 공동체사업(다정극단)    17,700 
-강사료 등        12,700

-공연비, 진행비 등  5,000

 라. 교육사업    1,200

․ELK프로그램(유학생한국어교실)      700 -강사교통비, 교재구입, 

․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500 -지도교사비, 간담회 등

 마. 기획협력사업   22,400

․ 이주아동권리보장운동      300

2. 지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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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업   15,600
-뉴스레터 12회×1,050천원

-회원관리 12회×250천원

․ 홍보사업    3,000 -홍보리플릿 제작, 서포터즈운영

․ 모금사업    3,500

-저금통 제작 발송    700

-프로젝트 세일        500

-기업 모금활동 등

2. 운영관리비   73,100   24%

 가. 운영비    56,100

․ 인건비    45,600 3,800천원×12개월

․ 사회보험금     4,500

․ 퇴직적립금     2,000

․ 업무추진비     2,000

․ 총회․이사회 운영     2,000 총회1,000천원, 이사회1,000천원

 나. 관리비    17,000

․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12,000

․ 소모품비     1,000

․ 제세공과금     1,000

․ 수용비, 수수료     3,000

3. 예비비    7,946

         합  계  3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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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지     출

항 목 2016년 2015년 비 고 항 목 2016년 2015년 비 고

1. 회비  39,600  36,480
◎ 사업비 220,010  189,200

2. 기부•후원금 56,460 42,020

1. 국제개발협력 사업 40,860    26,500
・ 기부금

・ 돼지저금통 모금

・ 이벤트모금

・ 후원금

18,600

5,000

7,860

25,000

  17,820

   4,500

   2,500

  17,200

・몽골 청소년 꿈나무센터

・인도 찬드라반 영양지원

・베트남 ‘희망장학’사업

・아시아 어린이 돕기

・국제개발협력 조사 등

17,760

13,100

9.000

2,000

2,000

   14,000

    7,500

    5,000

-

-3. 참가비 수익 150,000  150,000

・나눔여행 150,000  150,000 2. 나눔여행 사업 137,600   131,800

 3. 2016년도 수지예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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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수익     -     - ・해외 나눔여행 137,600   131,800

4. 기타수익 16,250   16,550 3. 다문화사업 17,950     5,250

・다문화사회교육

・다문화 공동체사업

250

17,700

       250

      -・뉴스레터 제작

・홍보자료 제작

・대출금 상환

・참가비

・예금이자 

・잡수익

12,600

2,000

-

600

50

1,000

  12,600

   3,000

    500

    300

    -

150

4. 교육사업 1,200     1,300

・ELK 프로그램

・청년학생 지구촌이해교육

700

500

      800

      500

5. 기획협력사업 22,400    24,350

5. 전년도 이월금 38,746

         

  21,847

・회원사업

・홍보사업

・모금사업

15,600

3,000

3,500

   15,600

    5,250

    3,500

◎ 운영관리비 73,100    67,900

1. 운영비 56,100    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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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사회보험금

・퇴직적립금

・업무추진비

・총회․이사회 운영

45,600

4,500

2,000

2,000

2,000

   38,400

    4,500

    2,000

    2,000

    2,000

2. 관리비 17,000    19,000

․ 사무실 임차 및 관리

․ 소모품비

․ 제세공과금

․ 수용비, 수수료

12,000

1,000

1,000

3,000

   12,000

    1,000

    2,000

    4,000 

3. 예비비 7,946     9,797

합  계  301,056  266,897  합  계 301,056   26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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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김옥래 박진주 오현숙 이해영 조항록
강수정 김용광 박현숙 원주윤 이현아 주성수
고인호 김우철 박혜경 위미숙 이화선 주유선
고점순 김유미 박희란 위미영 이화숙 지예은
곽온 김윤호 백윤중 유경자 이효성 진정탁

곽정옥 김이숙 백태희 유달순 이효정 진지홍
구자명 김이슬 변기영 유종연 이희숙 차윤경
구할본 김정은 부향숙 유지원 임기택 채민주
구헌 김정혜 서채민 유지향 임미경 최명희

국은영 김정화 서현주 유희영 임상순 최명희
국정훈 김종삼 성무현 윤경민 임정희 최민
권오섭 김준식 성문순 윤미영 임현숙 최상운
권재연 김중식 성은숙 윤석화 장경임 최순옥
권현실 김지영 손자영 윤영 장선주 최승진
길현경 김한순 송영길 윤지혜 장수진 최은우
김경 김현주 송유영 이가람 장신재 최재삼

김경덕 김혜림 송인경 이가영 장연순 최중호
김경민 나영란 송지영 이경란 장영인 최현선
김구연 남궁기순 송현식 이경옥 장예슬 최현임
김대한 노미호 신경재 이광숙 장윤정 최홍식
김도연 레티프엉니 신병철 이남숙 장지영 트렁민부이
김도원 류선희 신상운 이도순 장현자 팜탄응아
김명옥 류현미 신연숙 이돈원 전미옥 하연희
김문송 명은정 신정은 이명희 전수진 한동환
김미강 문선미 신헌수 이명희 전영옥 한미나
김민경 문선희 신휘수 이상점 전재경 한용희
김병호 문장렬 안예영 이선미 전티히엔 한혜주
김보연 문희강 안예진 이선아 전희래 함혜린
김삼복 민성훈 야마구찌히데꼬 이성실 정경실 허대행
김상경 민영미 양종실 이소라 정미화 허미경
김새롬 박건주 양철원 이순옥 정상모 현진솔
김선영 박동욱 어은정 이승지 정서영 현혜진
김설주 박미경 엄삼용 이시훈 정성희 형소희
김성진 박미숙 엄효용 이언용 정순혁 홍금숙
김성천 박병례 예성영 이옥래 정승연 홍미경
김소영 박선아 오경애 이옥희 정용필 홍미해
김소현 박성애 오광철 이윤석 정은수 황경아
김숙현 박소연 오미석 이은숙 정은영 황선례
김아라 박숙현 오석란 이재선 정의순 황순일
김아름 박슬기 오예림 이재은 정재연 황용원
김아송 박승식 오윤아 이정민 정해월 황인성
김에와 박영란 오은하 이정복 정혜경 황재익
김여울 박점희 오인경 이종희 정호숙 DO NGOC LUYEN

김연수 박정희 오현선 이지연 조미라

Ⅵ   아시안프렌즈와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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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 박주완 오현선 이지현 조승원
　부정선(베트남 희망장학회 특별후원) 하나로애드컴(뉴스레터 재능기부)
세종초등학교(몽골 꿈나무어린이 지원) 한가람유치원(인도 찬드라반 지원)
한국전력 미래전략처(컴퓨터 및 방한복 

기증)
한국교원 공제회(컴퓨터 기증)

외환은행 나눔재단(베트남 희망장학회 후원) ABC 멀티(인도 찬드라반 모자 기증)

오엠애드 이강우 대표
(몽골 꿈나무센터 현판 등 디자인 재능기부)

세상을품는 아이 김문정 대표
(몽골 꿈나무센터 후원)

대전 교차로 교원공제회(베트남 노트북 기증)

시립무지개어린이집 조상희 원장
(몽골 꿈나무센터 컴퓨터 기증)

이룸교육 강명아 대표
(몽골 꿈나무센터 교재·교구 기증)

디자인 모루(홍보자료 디자인 재능기부) 카페 아리가또
한국광해관리공단(노트북 기증) 복면사과 까르네(수제노트 기증)

아시아어린이 돕기 저금통 모금 사업 참여 기관
광명 가온어린이집 광명시립 광명어린이집 광명시립 광이어린이집

광명시립 무지개어린이집 광명시립 새싹어린이집 광명시립 소하어린이집
광명시립 신촌어린이집 광명시립 챔프어린이집 광명시립 충현어린이집
광명시립 푸른어린이집 광명시립 하안어린이집 광명시립 한빛어린이집

광명시립 한울어린이집 광명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서울 구립수유2동 어린이집

서울 용두희망 어린이집 서울 해오름 어린이집 서울 햇살 어린이집
인천 생명의샘 교회 파랑새 어린이집 푸른하늘 어린이집
남양주시 키즈클럽 이화어린이집 초롱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