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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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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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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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MISSION  아시아지역 이웃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전 
VISION  아시아지역 이웃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아시아의 벗을 꿈꿉니다.  

핵심가치 
Core Value   아시안프렌즈는 국경, 이념,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아시안에 의한 아시안을 위한 활동’을 지향합니다.

핵심목표 
Strategic Goal

1. 아시아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시아 이웃들의   

   자립역량 강화

2. 아시아지역 파트너들과 협력, 연대하여 파트너십 강화

3. 후원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4. 이해관계자들과 아시안프렌즈의 미션과 비전 공유 · 확산함으로써 지구촌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

주요사업
Major Work

1. 빈곤과 환경파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지역 지원 사업 

2. 아시아지역 빈곤과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연구사업

3. 빈곤과 환경문제 해결에 활동하는 여러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컨설팅

4.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 인권보호, 복지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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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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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Ⅱ   감사 보고

(사)아시안프렌즈 2019년도 감사 의견서 

1. 총  설
2019년도 아시안프렌즈(사)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틀과 외형 면에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업부문
  1) 사업부문은 예년처럼 국제개발협력, 나눔여행, 다문화, 교육, 기획협
력 및 법인운영으로 나뉘어 경영하였습니다. 

  2)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웍 활동’을 유보하도록 전년
도에 권고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이 불발되었습니다.

  3) 해외나눔여행은 예산치를 60%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차년도에
는 금년보다 예산액을 조금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운영 중 인건비 지출이 56%에 그친 점으로 미루어 인력운용에 어
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회에서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3. 회계부문
  1) 법인 회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눔여행과 운영관리
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 수지계산서에서 회비, 기부후원금 및 보조금 등은 예산액과 수입액에
서 별 차이가 없으나 기타 수입에서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3) 차년도에는 국제개발협력비를 약간 하향시키고 기타수입액을 약간 줄
여 수지균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특기 사항 외에는 전체 회계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
졌음을 보고합니다.

2020. 2. 17.

감사 전 재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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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

 가. 2019년 사업 평가

  1. 국제개발협력사업

     ◎ 2010년 11월부터 시작한 몽골 꿈나무 청소년⋅어린이 지원사업을 계

속하고, KOICA 민관협력사업인 ‘바가노르 편모가정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9년엔 자체적으로 미용직업훈련학교 운영.

      - 몽골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운영 :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2013년 11월23일 개관한 바가노르구 꿈나무센터 운영을 위해 2014년부터 

2019년 말 현재 총 8명의 봉사자를 파견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전‧
후 종합교육프로그램 운영

      - 몽골 바가노르 편모가정 취업역량강화사업 : 편모가정 여성과 청소

년 대상으로 미용, 피부관리 및 네일아트 교육 실시, 2017〜2018년 2년 동안 

총 115명 등록, 91명 자격증 취득, 72명 취업

      - 바가노르 미용직업훈련학교는 여성의날 기념 미용봉사활동을 비롯

하여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여성대상 문화강좌 실시

      - 바가노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쉼터‘북두칠성’ 

설치 운영

     ◎ 2010년 11월부터 인도 오르차 지역 빈곤아동 기초영양 지원 및 마을

학교 설립 운영 

      - 찬드라반 학교 : 아시안프렌즈의 지속적인 지원을 계기로 2012년부터 

지역 교육청에서 정식교사가 파견되고, 2012년 9월부터 찬드라반 학교 아동 

70여명에게 기초영양식 제공, 의약품, 학용품, 의류 등 지원

      - 로티아나 마을학교 : 2017년 3월 찬드라반 인근 아디바시부족 거주 

마을인 로티아나 마을학교 개교, 학령기 아동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 2012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 구찌지역 초․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2013년부터 본격적인 ‘희망장학회’ 운영 

      - 2019년 9월 자빈지역 70명, 짱방지역 10명, 끼광 고아원 학생 85명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럼레응이아 초등학교 컴퓨터 18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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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어린이 돕기

      - 필리핀 혹부리 소녀 아넬리자 수술 지원⇒안면부 혹 제거 성공

      - 네팔 산골 거하테/빠트릿코트 초등학교 도서실 설치 지원

  2. 나눔여행사업 

     ◎ 2019년 나눔여행은 서울여대 글로벌 서비스러닝팀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 몽골,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총 8회(96명 참가) 실시

  3. 다문화사업 

     

     ◎ 서울․수도권 거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생설계 내비게이터십 

프로그램’2박3일 캠프 운영

     ◎ 다정극단 3기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연극활동’ 운영, 12회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극‘네 목소리를 보여줘!’ 공연

     ◎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으로‘두뇌과학 이론을 활용한 

베트남어 교육’운영  

     ◎ 한국다문화청소년상-희망장학상 시상. 수상자: 이광안(해밀학교 3) 

  4. 교육사업

     ◎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서울여대 서비

스러닝에는 2019년에 14명이 참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무업무 실습

     

  5. 기획협력사업

     ◎ 아시안프렌즈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미션․비전 선포, 특별프로젝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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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내        용
1월 난방용 석탄
2월 설 기념 식료품
3월 쌀 1kg, 설탕 1kg, 가방 1개, 치약 1개, 밀가루 1kg
4월 생리대, 감기약, 샴푸, 치약 1개, 밀가루 1kg
5월 생리대, 감기약, 샴푸, 치약 1개, 밀가루 1kg, 미술 교육
6월 어린이날 현장체험학습(놀이공원), 구충제(인하대병원 후원)
7월 밀가루, 설탕, 치약, 생리대, 샴푸, 옷, 구충제, 양치 세트
8월 가족 사진 촬영, 치약, 체내형 생리대, 샴푸, 학용품
9월 샴푸, 치약, 비누, 생리대, 공책, 속옷
10월 주방세제, 핸드크림, 비누, 치약, 생리대, 속옷
11월 석탄, 겨울 옷
12월 신찔파티

 나. 2019년 사업 실적

  1. 국제개발협력사업

  (가) 몽골 꿈나무청소년⋅어린이 지원 사업 

   (1) 바가노르 빈곤 청소년·어린이 지원 

    ㅇ 지역 : 울란바토르 바가노르구 

    ㅇ 협력단체 :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대표 : 너몬자야)

    ㅇ 활동가 : 도보미(WFK NGO 봉사단원 4기)

    ㅇ 아동 수 : 30여명

    ㅇ 후원기관 : 세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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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운영

    ㅇ 꿈나무센터 방과 전·후 교실 운영

     - 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 1일 평균 00명

     - 일시 : 월〜금요일 오전 오후 2회

     - 내용 : 한국어교육, 예체능교육, 위생교육, 인성교육, 영화 감상, 

              학교 과제 보충 등 

     - 영양식 제공  : 1일 1식 

    ㅇ서울여대 GS-L 나눔여행팀 교육 봉사

     - 일시: 2019. 7. 8~ 7.14

     - 참여자: 꿈나무센터 등록 아동, KCOC봉사단원, 서울여대 나눔여행단

    

    ㅇ인하대 단기팀 방문, 교육 봉사

     - 8.17〜23 인하온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진행

     - 8.25〜29 빙그레  중,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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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강 사
3. 5 아동권리교육

3.30〜31 올바른 양육방법 월드비전 간사
4. 3 그림으로 하는 심리테스트 사랑의교회 아동복지사
4.20 팔찌 만들기를 통해 도서관 수요조사 도보미
5.16 식목일 행사
5.21 바가노르 지역 아동대상 센터 소개
6. 8 어린이날 놀이공원 체험학습

6.10〜12 인하대학병원 의료봉사

일 시 내        용 참 석
3.18 몽골 NGO협의회 회의 참석(울란바타르) 너몬자야
4.15 재몽골 한국NGO 협의회 참석(울란바타르) 너몬자야
4.17 몽골 KCOC 코디 방문
4.4~25 삼성꿈장학재단 ‘꿈도서관’사업 자료 조사 너몬자야, 도보미
5.8〜9 우먼스 파운데이션 포럼 너몬자야
5.25 KCOC 소모임 ‘한국 젊은이들’ 센터 방문
11.16~21 청소년동아리 활동 운영에 대한 교육 너몬자야

    ㅇ특별 활동 및 교육

   

   (3)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 대외협력

    

     ㅇ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 홈페이지 개설

       https://asianfriends.imweb.me/

   (4) KCOC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운영

    ㅇ4기 봉사단원 교육 및 파견

     - 이름 : 도보미(27세, 서울여대 졸업)

     - 파견기간 : 2019. 3. 4〜2020. 2.

    

    ㅇKCOC 현지교육 참석

     - 일시 : 3/21(목)-22(금)

     - 장소 : 울란바타르 소망프라자 1층 플레이그라운드

     - 참석 : 도보미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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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비 고
3. 1

여성의 날 기념 봉사 활동

-대상: 편모 가정 및 저소득층 여성

-내용: 염색, 커팅, 두피마사지, 네일아트, 마사지

1∼4기 훈련생 

봉사자로 참여

4. 27/5.8 편모가정 여성 대상 메이크업 강의

5.13/2.23 훈련생 4명에게 기초생필품 지급

10. 1～10.25 네일 아트 수업(수강생 5명)

11.12～11.22
여성 대상 문화 강조

-오전: 양털공예, 오후:댄스 

11.25 김장 담그기 강습

12. 2～12. 6
양털공예, 요리 강좌((김치찌개, 김치전,

와플, 닭볶음탕) 

  (5) 후원기관 관리

    ㅇ꿈나무 어린이․청소년 지원사업 보고

     - 일시 : 2019.5.13, 8.21

     - 내용 : 2018년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몽골 꿈나무센터 활동 보고 

     - 주요 후원기관 : 세종초등학교 

  (나) 바가노르 취약계층 주민 지원사업 

   (1) 2019년 미용직업훈련학교 운영

 

    (2) 바가노르 주민쉼터‘북두칠성’ 설치

    ㅇ사업대상: 바가노르구 지역주민 3만여명

    ㅇ사업기간: 2019.11월 ~ 12월 4일

    ㅇ사업내용: 게르 쉼터 설치 및 내부 환경 조성

     -게르, 도서, 테이블, 의자 등 구입 

    ㅇ소요예산: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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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도 오르차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1) 로티아나 마을학교 개요

    ㅇ개교일 : 2017. 3. 6

    ㅇ등록 학생 수 : 50여 명

    ㅇ교사 : Mr. Hari Bhajan

    ㅇ운영 : 월〜토 오전 10시〜오후 1시

    ㅇ과목 : 힌디어, 영어, 수학, 생활기술, 예절교육 등

    ㅇ주요 후원기관 : 로이킴 팬카페 ‘로이존’

 

 (2) 서울여대 GS-L 나눔여행팀 교육 봉사

  ㅇ일시 : 2019. 1. 16∼1. 21 

      ㅇ대상 : 찬드라반 및 로티아나 마을학교 학생

      ㅇ내용 : 한국 전통체험 프로그램 알리기, 우리 몸 바르게 알기, 체육활

동, 동화 연극, 봉숭아 물들이기, 하루 한 끼 영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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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이킴 팬카페 에코백 100개 후원 및 전달

       ㅇ일시 : 2019. 1.17.(목) 

      ㅇ대상 : 로티아나 마을학교 학생

      ㅇ내용 : 로이킴 팬카페(로이존) 에코백 100개 후원 

         ㅇ추진방법 : 서울여대 동계 GS-L팀(인도)이 방문하여 전달

 

  (라) 찬드라반/로티아나 빈곤아동 기초영양식 제공

    (1) 사업 개요

    ㅇ대상 : 찬드라반/로티아나 마을 아동 약 130명

    ㅇ내용 : 영양죽, 우유, 비스킷, 바나나, 오렌지 등

    ㅇ일시 : 매주 목, 금요일(주 8회)

    ㅇ주요 후원기관 : 한가람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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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2. 26 AFs 사무국

배짜우 브랜드 소개 및 프로젝트 

역할 분담

이남숙, 김설주, 

이단아

   (2) 인도 찬드라반 마을축제(꿈 페스티벌) 개최

    ㅇ대상 : 찬드라반 마을 주민

    ㅇ일시 : 2019. 1.18

    ㅇ협력 및 후원단체 : PRAYAS, 서울여대 동계 GSL팀, 예그리나, 아샤

    ㅇ내용 : 개막식(PRAYAS 대표 축사)→점심식사(200인분)→4개의 부스 운영

(의료서비스/학부모 꿈 그리기/아이들 직업체험/드림캐처․드림 티셔츠 만들기)

  

 

   (3) AFs 전 간사 오르차 방문

    ㅇ이름 : 홍정화

    ㅇ기간 : 2019. 10.2~10.3

    ㅇ내용 : 찬드라반/로티아나 마을학교 방문 및 운영 점검, 영양식 지원,

지원사업 조사(도서관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놀이터 설치 등)

     

   

   (4) 찬드라반 놀이터 프로젝트 위한 배짜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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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개설 준비 및 

프로젝트 실행 계획 수립

이단아, 김설주, 

송지혜

4. 19
사당 페니커피

로스터스

사업 일정 구체화 및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대한 회의
이단아, 김설주

5. 2 시청 스타벅스 놀이터 전문가와의 만남
제충만, 김설주, 

이단아

5. 3 해피빈 모금
찬드라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프로젝트! 모금함 개설

   

   (5) 후원기관 관리

    ㅇ인도 오르차 빈곤아동 지원사업 보고

     - 일시 : 2019. 5.13

     - 내용 : 2018년도 인도 활동 보고 

     - 주요 후원기관 : 한가람유치원 

  (마) 베트남 희망장학회 사업

   (1) 초등학교 도서실 설치 및 추가 도서 지원

    ㅇ지원내용

일 시 대 상 내 용
2019.1.15~16 껀저 딱까자이 초등학교 중고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5대 및 도서 
2019.1.18~19 짱방현 럼레응이아 초등학교 도서 378권  

      ㅇ지원금액 : 2,500,000원

     ㅇ추진방법 : 서울여대 동계 GSL팀(베트남) 방문하여 컴퓨터 및 도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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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년 베트남 희망장학금 지급

    ㅇ내용 : 자빈지역 학생 70명, 짱방지역 학생 10명, 끼광 고아원 학생 85명에 

장학금 지급, 럼레응이아 초등학교 컴퓨터 18대   

    ㅇ지급일 : 2019. 9. 2〜3일

    ㅇ지급액 : 총 1억8천만동(약 9백만원, AFs 지급액: 1,500,000원)

    ㅇ장학금 지급: 도 옥 루이엔  

  

  (사) 아시아 어린이돕기 

    (1) 필리핀 혹부리소녀 아넬리자 지원

    ㅇ이름 : Arneliza Ibañez(2012. 2. 29 생)

    ㅇ주소 : Kabudlisan, Bato barangay, Mabinay, Oriental Negros, Philippines

    ㅇ병명 : 전두비부 뇌수막류(추정 소견)

    ㅇ지원 사유 및 추진 과정

     - 2017. 1. 서울여대GSL 나눔여행시 얼굴에 커다란 혹을 단 소녀를 만남. 

소녀의 부모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함.

     - 2017. 7. 서울여대GSL 나눔여행시 병원진료비(250달러) 지원, 현지 파트너인 

패밀리 아가페의 도움으로 실리만대학병원에서 전두비부 뇌수막류(얼굴전면부 혹은 

meningo-enchphalocele)로 의심된다는 진단 받음. 수술 및 치료비로 약 280,000페소

(한화 6,300,000원) 예상

     - 2017. 8. 1.〜10. 31. : 1,2차 해피빈  약 3,700,000원 모금

     - 2019. 3. 23. : 패밀리아가페로부터 NCF(Noordhoff Craniofacial Foundation 

Philippines, Inc.)가 아넬리자의 수술 및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AFs에 부대

비용 지원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내옴. 

     - 2019. 3. 26 : 아넬리자 가족 수술 위해 마닐라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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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4. 3. : NCF 재단으로부터 확인 메일 접수

     - 2019. 4. 11. : Budget for Chaperone, Budget for Grandmother, Incidental 

Expenses  합계 PHP 68,663.00(1,320달러) 송금

     - 2019. 6. 20. : 아넬리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메시지 받음.

    (2) 네팔 산골 초등학교 도서실 설치 지원 

    ㅇ학교명 : 거하테/빠트릿코트 초등학교(미주래단다(MIJURE DANDA)) 

    ㅇ내용 : 도서실 설치 및 도서 지원

    ㅇ일정 : 2019. 8. 5〜8.17 

    ㅇ소요예산 : 490만원(해피빈 모금액)

    ㅇ현지 진행 : 김동현(수엠부 대표)

    ㅇ현판 디자인 : 디자인 모루(대표: 김병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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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참가기관 ․ 단체 방문국가 ․ 도시 주요 프로그램
2019. 
1. 1

〜1.14
2018 서울여대 

동계 G-SL 13명
캄보디아

프놈펜, 칸달, 씨엠립
쁘렉롱 희망학교 교육봉사, 칸달 우
리집유치원 교육봉사. 문화탐방

2019.

1.12

〜1.25

2018 서울여대 

동계 G-SL 10명

베트남

호치민, 껀저, 짱방현, 

구찌

딱까자이․럼레응이아 초등학교 교육

봉사 및 도서 전달, 고아원 교육봉사, 

선의복지재단 노력봉사, 문화탐방 

2019.

1. 13

~1.26

2018 서울여대 

동계 G-SL 11명

인도

델리, 오르차, 

바라나시, 아그라

찬드라반/로티아나 교육봉사, 현지 

NGO방문(Raah foundation),

문화탐방

2019

7. 1

∼7.14

2019 서울여대 

하계 G-SL 12명

베트남

호치민, 껀저, 짱방

딱까자이 초등학교․럼레응이아 

초등학교 교육봉사, 선의복지재단 

방문 및 봉사, 한․베음식문화 교류, 

문화 탐방(구찌터널, 메콩강)

2019.

7. 6

〜7.19

2019 서울여대 

하계 G-SL 12명

몽골

울란바토르, 

바가노르, 테를지

바가노르 탄광 견학, 미용직업훈련

학교 견학, 꿈나무센터 아동 가정

방문, 꿈나무센터 아동 교육봉사, 

테를지 국립공원 탐방(말타기, 별자리 

관측 등), 문화 체험(나담축제 등)

2019.

12.29

~2020.

1.11

2019 서울여대 

동계 G-SL 14명

베트남

호치민, 구찌, 짱방

응엔반서중학교․목사피 고아원․ 
럼레응이아 초등학교 교육봉사, 

민간가정 방문, 문화탐방

2019.

12.29

~2020.

1.11

2019 서울여대 

동계 G-SL 13명

캄보디아

프놈펜

은혜국제학교 및 KOMA 교육봉사, 

Cicfo 고아원 방문 봉사, KOICA 

지부 방문, 문화탐방

2019.

12.30

~2020.

1.13

2019 서울여대 

동계 G-SL 11명

인도

델리, 오르차,

아그라

찬드라반/로티아나 학교 교육봉사,

여성활동가와의 만남, 문화탐방

 2. 나눔여행사업

  (가) 나눔여행 실적 : 8회 96명



- 24 -

일시 장소 내용 참석

1.31
서울여대

인문사회관

2018 동계 GS-L 나눔여행 평가회

-국가별 GS-L 결과 발표, 국제봉사확

인증, 수요, 지도교사 간담회

유숙영, 조정원, 

하경수, 이종일, 

이남숙, 이단아

2.26
아시안

프렌즈

2018년도 GS-L 평가 및 2019년도

하계 GS-L 계획 협의

유숙영, 하경수, 

조정원, 이남숙, 

이단아

7.31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

2019 하계 GS-L 나눔여행 평가회

-국가별 GS-L 결과 발표, 국제봉사확

인증, 수요, 지도교사 간담회

유숙영, 하경수, 

조정원, 이남숙, 

박선영

8.19
아시안

프렌즈

2019년도 하계 GS-L 평가 및 2019년도 

동계 GS-L 계획 협의

유숙영, 하경수, 

조정원, 이남숙, 

박선영

9.26~27 서울여대 2019년도 동계 GS-L 참가자 면접 박선영

10. 7 서울여대 2019년도 동계 GS-L 발대식 이남숙, 박선영

  (나) 서울여대 GS-L 나눔여행

   (1) 2018 동계 및 2019 나눔여행 추진 



- 25 -

 3. 다문화사업

  (가) 다문화 청소년 인생설계 내비게이터십 프로그램

    (1) 사업개요

    ㅇ사업특징 : 2019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ㅇ사업목적 :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선장으로서 올바른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항해자(내비게이터)가 되도록 

지도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2) 사업 추진

    ㅇ참가자 모집 : 2019. 5. 1〜7.15

    ㅇ캠프일시 : 2019. 7. 22〜24(2박3일) 합숙캠프

    ㅇ캠프장소 : 도봉숲속마을

    ㅇ캠프 진행 

     - 참가자 : 44명(청소년 35명, 강사 3명 스탭 등 6명)

     - 강사 : 구건서(글로벌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류재인(한국펀소통레크   

 연구소장), 김남기(나를 바꾸는 학교장)`

     - 주요 내용 : 오리엔테이션, 내비게이터십 소개, 팀 빌딩, 한마음팀웍 

 로잉, 꿈 찾기, 인생설계서 그려보고 발표하기, 수료증 수여 등

    ㅇ캠프 포토북 제작 및 발송

    ㅇ홍보 : 코리아타임스(5. 1), 연합뉴스(5. 7), 국회뉴스(5. 7), 뉴스페이퍼

(7.18), 다문화TV(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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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문화가정 자녀 베트남어 교육 

   (1) 사업개요

    ㅇ사업특징 : 2019 서울시 다문화가정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ㅇ사업목적 :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

    ㅇ사업명 : 두뇌과학 이론을 활용한 베트남어 교육

    ㅇ사업기간 : 2019. 5. 7〜12월

    ㅇ사업대상 : 서울시․수도권 거주 한-베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28명

    ㅇ추진방법

     - 우리아이 이해하기 : 엄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집합교육

     - 신나는 신짜오 베트남어 : 매주 주제를 정하여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베트남어로 대화하도록 방문교육 

    ㅇ강사: 도 옥 루이엔, 꾸잉, 전티쑤엔

    ㅇ추진실적 

     - 부모-자녀 집합교육 : 7회

     - 방문교육 : 25일 57회 실시

일시 장소 내용 참석

6. 1 글로벌 센터 1차 부모-자녀 집합교육 응엔 티 히엔 외 27명

6. 29 레인보우스페이스 2차 부모-자녀 집합교육 민짜유 외 26명

7. 27 하나다문화센터 다린 3차 부모-자녀 집합교육 찐티죽 외 13명

8. 24 복장문화회관 204호 4차 부모-자녀 집합교육 응웬 쑤엔 외 17명

9. 28 복장문화회관 204호 5차 부모-자녀 집합교육 판티란 외 20명

11. 9 복장문화회관 204호 6차 부모-자녀 집합교육 윤승희 외 10명

12. 8 레인보우 스페이스
엄마와 함께하는 신짜오 베트남어 

발표회
송지우 외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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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 소 내용 참석

8. 8 카페 미뇽 주요 스탭 킥오프 미팅 5명

8.18 레인보우스페이스 연극상담을 겸한 워크숍 1회기 활동 20명

8.25        〃 연극상담을 겸한  워크숍 2회기 활동 11명

9. 1 〃 연극 워크숍 3회기 활동 18명

9. 8 〃 연극 워크숍 4회기 활동 14명

9.22 〃 연극 워크숍 5회기 활동 14명

10. 6 〃 연극 워크숍 6회기 활동 14명

10. 9 연극치료협회 연극 워크숍 6회기 활동 추가 4명

   

  (다)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연극활동

   (1) 사업개요

    ㅇ사업특징 : 2019 서울시 외국인주민․난민 인권 보호사업 선정

    ㅇ사업목적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함게 참여하는 연극활동을 통하여 다

문화를 공유하고, 외국인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ㅇ사업명 :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연극활동 ‘네 목소리를 보여줘!’

    ㅇ사업기간 : 2019. 4. 5〜12. 15

    ㅇ사업내용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심리상담, 연극활동, 공연

    ㅇ참여인원 : 18명(외국인주민 12명, 선주민 6명(기획, 연출, 연기))

    ㅇ추진방법: 연극상담 2회, 연극활동 10회, 공연 2회

  

   (2) 연극 상담 및 워크숍

    ㅇ일시 : 2019. 8. 18〜2019. 11. 15

    ㅇ장소 : 레인보우스페이스, 종로 아이들극장

    ㅇ내용 : 자기 이미지 진단, 정체성 드러내기, 대본 완성하기, 장면 만들기, 

발성 연습, 주제가 익히기, 안무 연습, 장면 맞춰보기 등 

    ㅇ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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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레인보우스페이스 연극 워크숍 7회기 활동 12명

10.20 〃 연극 워크숍 8회기 활동 13명

10.27 〃 연극 워크숍 9회기 활동 16명

11. 3 〃 연극 워크숍 10회기 활동 16명

11.10 〃 연극 워크숍 11회기 활동 23명

11.15 종로 아이들극장 연극 워크숍 11회기 활동, 리허설 24명

   (3) 연극 공연

    ㅇ일시 : 2019. 11. 16(토), 17(일) 15:00 2회 공연

    ㅇ장소 : 종로 아이들극장

    ㅇ참여인원 : 32명(배우 15명, 기획, 연출, 음향, 조명, 동영상 오퍼, 극장스탭 등)

    ㅇ공연 제목 : Talk Theatre 네 목소리를 보여줘!(유지원, 히데코, 신에바 공동 작)

    ㅇ주제가 : 그게 달이지(최윤진 작곡, 유지원 작사)

    ㅇ관객 : 180명(1회 72명, 2회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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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평회 및 해단식

    ㅇ일시 및 장소 : 2019. 12. 15  15:00  카페 ‘마음온도’

    ㅇ참석 : 17명(기획, 연출, 연기자)

    ㅇ내용 : 다정극단 참여 소감 발표, 수료증 및 포토북 증정, 선물 교환

   (5) 홍보

    ㅇ메스컴 출연 : KBS라디오 ‘공감 코리아’ 2회(9.27, 11. 8), BBS 불교

방송 라디오 ‘세계는 한가족’(11.10),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12.12)

    ㅇ언론 보도 :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문화뉴스, 한국경제, 연합뉴스 

TV, YTN 뉴스와이드, 아시아경제,  

  (라) 제8회 한국다문화청소년상-AFs 희망장학상 수여

   ㅇ주관 : 코리아타임즈

   ㅇ후원 : 여성가족부, 아시안프렌즈, 서울YMCA,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등

   ㅇ일시 및 장소 : 2019. 11. 21  한국프레스센터  

   ㅇ한국다문화청소년상-아시안프렌즈 희망장학상 수여

    - 수상자 : 이광안(해밀학교 3학년)

    - 장학금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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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기간 참여학생 활동내용 지도교수/간사

국제개발협력 3월~6월 7명 국제개발협력 
학습 이선미/이단아

요일 및 시간 이름 학년 전공 업무내용
화요일 김민지 2 원예생명학과 회원․후원자 개발 및 

관리박수빈 1 자율인문학과

금요일 

김지수 3 생명환경학과
나눔여행 홍보 및 모객, 
나눔여행 안전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안규원 4 경영학과
이지원 1 경제학과
전유진 4 교육심리학과
최아영 1 산업디자인학과

과   목 기간 참여학생 활동내용 지도 교수
세계빈곤과 

국제개발협력 9월~12월 9명 AFs업무보조,
국제개발협력 학습 이선미

  (마) 성동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 협조

    (1)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프로그램 줌바댄스 지원

     ㅇ일정: 2019. 9. 17〜2019.12 매주 화, 금 10:30〜11:30

     ㅇ장소: 비비드아카데미아(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59 3층)

     ㅇ대상: 필리핀 자조모임 12명, 9.24부터 베트남 자조모임 5명 추가

  

 4. 교육사업

  (가)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1) 서울여자대학교 2019년 1학기 서비스러닝

   (2) 서울여자대학교 2019년 2학기 서비스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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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및 시간 이름 학과 업무내용 지도 간사

월요일
임지수 사회복지학과 1 기관 홍보 및 길거리 

모금을 통한 
후원자 개발

박선영홍희정 사회복지학과 1 
임유진 영어영문학과 1

수요일 임정우 사회복지학과 4 AFs 업무보조 및 
기관소개 영상 제작 〃

금요일
신지윤 원예생명조경학과 4 AFs 홍보 매체 관리 

및 후원단체 개발
(팬까페, 기관 등)

〃이정민 경영학과 1
황유라 자율전공학부 1

 

  (3) 동구여자중학교 1day NGO 탐방

    ㅇ일시 : 2019.12.16. 10:30~12:00

    ㅇ인원 : 학생 10명, 인솔교사 1명

    ㅇ내용 : 아시안프렌즈 소개, 국제개발협력 NGO에 대한 이해

     

 5. 기획협력사업 

  (가) 연대사업 

    (1)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웍 활동

    ㅇ참여단체 : 총 25개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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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흥사단, 샬레시오 수녀회, 프렌드 

아시아,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HCR, 이주민건강협회, 무지개

청소년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 월드머시코리아, 안산글로벌센터, 생명누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과 함께, 대전외국인

종합복지관, 수원시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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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원사업

   (1) 회원 현황

    ㅇ2019년 12월 31일 현재 484명(CMS활성 후원자 189명)

   (2) 뉴스레터 제작․발송

    ㅇ횟수 : 1월∼12월 중 12회

    ㅇ대상 : 회원 및 관련자(기관) 등

    ㅇ내용 : 아시안프렌즈 활동 소개 및 정보 제공

   (3) 2019년 정기총회 자료집 발송

    ㅇ대상 : 회원 및 관련 기관․단체

     - 일시 : 2019. 2. 21

  (다) 홍보사업

   (1) 홈페이지

    ㅇ몽골 꿈나무센터 신규단원 소개 등 17회 업로드

    ㅇ투명재정 : 2018년 결산자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익목적사업 세

부 현황, 2019년 정기총회 자료집 등재

   (2) SNS 홍보

    ㅇ다음카페 : 몽골 꿈나무센터 1월 소식 등 54회 업로드

    ㅇ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몽골 꿈나무센터 신규단원 소개 등  21

회 업로드

    

   (3) 아시안프렌즈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ㅇ기간 : 2019. 3. 8〜12.

    ㅇ모집대상

     - SNS와 블로그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청소년 및 청년

     - 국제개발협력 NGO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자

    ㅇ합격자 : 8명

    ㅇ활동기간 : 2019. 3.~12월 / 총 10개월

    ㅇ온라인서포터즈 발대식

     - 일시 : 2019. 5. 3,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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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모금함 명 모금 기간
몽골

미용직업훈련학교 
스물두살의 엄마, 라락와자입니다. 

2018.11.26.~

2019. 2.24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꿈나무센터 아이들이 희망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2018.12.14.~

2019. 2.10

인도 찬드라반 찬드라반의 첫 마을축제를 지원해주세요.
2018.12.21.~

2019. 1.21

로티아나마을학교 닭장학교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 1. 2 ~ 2. 1

로티아나마을학교 우리는 꿈을 먹고 꿈을 꿉니다. 2. 7 ~ 2.28

로티아나마을학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등교길 2.28 ~ 3.31

몽골

미용직업훈련학교 
네일키트로 활짝 피어날 꿈 3.25 ~ 4.30

로티아나마을학교 우리들의 따뜻한 봄이 되어주세요 4. 1~4.30

로티아나마을학교 닭장학교는 유일한 희망의 씨앗! 4.30 ~ 5.31

인도 찬드라반 찬드라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프로젝트 5. 3 ~ 7. 3

베트남 초등학교 럼레응이아 초등학교 중고 노트북컴퓨터 지원 5.21 ~ 6.25

로티아나마을학교 로티아나 마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6. 1 ~ 6.30

로티아나마을학교 학교에갈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해요 7. 1 ~ 7.31

인도 찬드라반 찬드라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프로젝트! 7. 8 ~ 9. 8

로티아나마을학교 학교가는 길은 즐거워요. 8. 1 ~ 8.31

로티아나마을학교 늘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 8.31 ~ 10. 1

     - 내용 : 온라인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ㅇ활동내용 : 월 2회 이상 아시안프렌즈 공식 홍보채널에 소식 업로드

    ㅇ활동혜택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VMS봉사시간 발급

  (라) 모금사업

   (1) 저금통 모금

    참여기관 : 해오름어린이집 78명

    ㅇ일시 : 2019. 6. 26

    ㅇ내용 : 아시아어린이돕기 소개, 나눔어린이상장 수여, 저금통 수거

   (2)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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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 소 안          건 참석 위임

1차 1.29
아시안프렌즈 

담쟁이

1.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2.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2019년 총회, 창립 10주년 행사 

관련 토의

이사 8명

간사 1명
6명

2차 4.17 아시안프렌즈

1. 2019년 1/4분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창립 10주년 행사 관련 토의

이사 6명

간사 2명
8명

3차 8.13 아시안프렌즈

1. 2019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2019년도 사업 및 예산 일부 조정

이사 7명
위임 

5명

4차 10.14 아시안프렌즈
1. 2019년 3/4 분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이사 5명 8명

로티아나마을학교 공부와 건강, 놓치지 않을 거예요. 10. 1 ~ 10.31

로티아나마을학교 로티아나 마을 아이들의 따뜻한 한끼 11. 1 ~ 12. 1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몽골을 따뜻하게 해줄 게르 쉼터 11. 4 ~ 11. 6

몽골 

미용직업훈련학교
졸자야의 꿈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10.12 ~ 12.10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영하 45도의 추위로부터 몽골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10.17 ~ 11.17

몽골 

미용직업훈련학교

몽골 바가노르 취약계층 여성 소득증대를 위

한 미싱교육
10.25 ~ 12.31

인도 찬드라반 찬드라반 마을 여성들을 위한 성교육 지원 11.12 ~ 11.18

로티아나마을학교 즐거운 학교! 맛있는 영양간식! 12. 1 ~ 12.31

  

   (3) 모금함

    사업명 : 몽골 가족사진 프로젝트

    ㅇ모금함명 : 바가노르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가족사진 프로젝트’

    ㅇ모금기간 : 2019. 5.20~6.30

 6. 운영 

  (가) 이사회 운영

   (1)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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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토의 

3. 아시안프렌즈 미션-비전 프레임 

토의

일시 안          건 장소 참석
2. 14
18:00

 1.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성동여성인력개
발센터 지하 1층 
‘자작나무‘

22명

  

  (나) 2019년 정기총회 

  (다) 아시안프렌즈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ㅇ일시 : 2019. 12. 2 17:30 

    ㅇ장소 : 성동청소년수련관 3층 303호 세미나실

    ㅇ참석 : 후원자 및 회원 34명

    ㅇ내용 : AFs 10년 영상 감상, 미션․비전 선포, 감사패 증정(한가람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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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연주(홍금숙, 정은경, 김봄희), 아시아음식 나누기, 토크 ‘아시안프렌즈와 나’,  

1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제안

     - AFs 미션․비전 재정립 선포

      ․ 슬로건 : 아시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아시아의 벗 

      ․ 미션 : 아시아지역 이웃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전 : 아시아지역 이웃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아시아의 

벗을 꿈꿉니다. 

     - AFs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 사업명 : 몽골 바가노르 취약계층 여성 소득증대를 위한 미싱교육

      ․ 소요예산 : 약 2천만원

      ․ 재원조달 : 특별후원금 모금, 온라인 모금

    ㅇ홍보 : 연합뉴스 ‘[사람들] 창립 10주년 맞은 아시안프렌즈…이남숙 

이사장’(12.12), ‘아시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희망의 불씨를 지핀 아시안의 

벗 아시안프렌즈’(곰단지아 1월호)

  (라) 위원회 운영

   (1) 해외사업위원회

    ㅇ일시 : 2019. 4. 9

    ㅇ내용 : 네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ㅇ참석 : 이남숙, 주성수, 권유찬, 이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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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년 결산
 1. 2019년 결산 총괄표
 ㅇ 수입              (단위: 원)

항 목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회비 　 35,000,000 33,358,920 95%

회원 회비 정기회비(CMS) 33,1200,000 30,111,000

일시회비 1,880,000 3,247,920

2.기부후원금 　 63,079,000 54,290,650 86%

기부금 38,474,000 37,906,000

　 특별기부금 5,474,000 6,200,000

　 해피빈 모금 18,400,000 19,106,,000

뉴스레터 제작 12,600,000 12,600,000

홍보자료 제작 2,000,000 0

돼지저금통 아시아어린이돕기 2,000,000 379,850

이벤트모금 캠페인 모금 등　 4,500,000 5,444,800

후원금 　 8,105,000 7,600,000

　 세종초등학교 3,000,000 3,600,000

　 한가람유치원 4,000,000 4,000,000

　 후원의 밤 등 1,105,000 0

희망장학회 베트남희망장학회 10,000,000 2,960,000

3. 참가비 83,400,000 123,998,534 149%
해외 나눔여행 80,000,000 123,258,534
청소년 캠프 3,000,000 740,000

ELK 프로그램 400,000 0

4.보조금 　 60,039,000 60,927,777 101%

서울시 NPO 공익활동 지원 13,000,000 13,000,000

서울시 외국인주민인권보호사업 20,000,000 20,000,000

서울시 다문화가정자녀모국어교육 13,039,000 13,039,000

KCOC WFK 활동가 파견 14,000,000 14,888,777

5. 기타 
수입 　 14,065,000 5,829,072 41%

　 바가노르 AFs 12,000,000 4,286,000
　 기타 수익 2,000,000 1,467,240
　 예금결산이자 65,000 75,832

6. 이월금 74,360,945 74,360,945

수입 합계 　 329,943,945 352,765,898 107%



- 38 -

 ㅇ 지출              (단위: 원)
항 목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사업비 　 221,568,000 221,678,277 100%
가.국제개발협력 　 75,900,000 55,462,859 73%
　몽골 꿈나무어린이 지원 22,300,000 29,004,447

  바가노르 미용직업훈련학교 15,400,000 1,400,000

　인도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8,200,000 6,235,344

  빈곤아동 영양식 제공 5,000,000 7,740,599

  베트남 희망장학회 14,000,000 4,021,600

아시아어린이 필리핀, 네팔 10,000,000 6,474,769

국제개발협력 KCOC 회비 등 1,000,000 586,100

나.나눔여행 해외나눔여행 67,500,000 107,682,194 160%
다.다문화사업 　 52,868,000 41,664,495 79%
　 다문화사회교육 250,000 0

다문화청소년캠프 16,105,000 12,512,090

외국인주민 연극활동 22,040,000 19,662,655

다문화자녀베트남어교육 13,473,000 8,489,750

다문화청소년 장학금 1,000,000 1,000,000

라.교육사업 　 1,000,000 67,680
　 ELK프로그램 500,000 0
　 청년학생지구촌이해교실 500,000 67,680
마.기획협력 　 24,300,000 16,801,049 69%
　 이주아동권리보장 300,000 0

　 회원사업 21,000,000 16,205,525

　 홍보사업 2,000,000 334,244

　 모금사업 1,000,000 261,280

2.경상비 　 76,700,000 49,710,361 65%
가.인건비 　 58,200,000 32,565,010 56%
　 인건비 49,200,000 26,738,110
　 사회보험금 5,000,000 3,739,130
　 퇴직적립금 4,000,000 2,087,770
나.운영관리비 　 18,500,000 17,145,351 93%
　 사무실 임․차 ․ 관리 12,000,000 10,923,250

총회․이사회 운영 1,500,000 935,840
비품, 소모품비 500,000 879,480

　 제세공과금 1,500,000 1,036,840
　 수용비,수수료 2,000,000 2,383,751
　 사무국 운영 1,000,000 986,190

3.사업외비용 20,000,000 0
4.예비비 예비비 11,676,000   0
지출합계 　 329,944,000 271,388,638 82%
이월금 81,377,260



- 39 -

수    입 지     출
항 목 2019년 2018년 증감액 항 목 2019년 2018년 증감액

1. 회비 33,359 35,526 △2,167 1. 목적사업비 221,679 226,033 △4,354
 가. 국제개발협력 사업 55,463 139,806 △84,343

2. 기부•후원금 54,291 64,562 △10,271

・몽골 꿈나무어린이 지원

・편모가정취업역량강화

・인도 빈곤아동 영양지원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베트남 ‘희망장학’사업

・・아시아 어린이 돕기

・국제개발협력 조사 등

29,004

1,400

7,741

6,235

4,022

6,475

586

17,069

100,216

1,320

3,326

16,713

28

1,134

・ 기부금

・ 돼지저금통 모금

・ 이벤트모금

・ 희망장학금

・ 후원금

37,906

380

5,445

2,960

7,600

44,783

1,374

2,000

8,305

8,100

3. 참가비 123,998 99,695 24,303

・나눔여행

・다문화 청소년 캠프

123,258

740

99,695

-

4. 보조금 수입 60,928 113,696 △52,768

 나. 나눔여행 107,682 69,096 38,586

 다. 다문화사업 41,665 1,026 40,639

・다문화사회교육

・다문화 청소년 캠프

・외국인주민 연극활동

・다문화자녀베트남어교육

・다문화청소년 장학금

-

12,512

19,663

8,490

1,000

26

-

-

-

1,000

・KOICA

・KCOC

・서울시 보조금

-

14,889

46,039

100,557

13,139

-

 2. 2019년도 수지 결산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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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5,829 2,629 3,200
 라. 교육사업 68 66 2

・ 지구촌이해교육 68 66

・바가노르AFs

・예금이자 

・기타 수입

4,286

76

1,467

-

65

2,564

 마. 기획협력사업 16,801 16,039 762
・회원사업

・홍보사업

・모금사업

・이주아동권리보장

16,206

334

261

-

14,937

749

313

40

6. 전년도 이월금 74,361 54,780 19,581

2. 경상비 49,710 68,080 △18,370

 가. 인건비 32,565 51,784 △19,219
・인건비

・사회보험금

・퇴직적립금

26,738

3,739

2,088

39,313

4,259

8,211
 나. 운영 관리비 17,145 16,296 849
・총회․이사회 운영

・사무국 운영비

 ․ 사무실 임차 및 관리

 ․ 소모품비

 ․ 제세공과금

 ․ 수용비, 수수료

936

986

10,923

879

1,037

2,384

1,185

1,058

10,809

52

1,196

1,994
3. 사업외 비용 - 2,414 △2,414
4. 차기 이월금 81,377 74,361 7,016

합  계 352,766  370,888 △18,122  합  계 352,766 370,888 △18,122



- 41 -

과목 당기 전기

자산

  유동자산 81,377,260 74,360,945

   현금및현금성자산 81,377,260 74,360,945

  비유동자산 10,935,600 10,935,600

   임차보증금 10,000,000 10,000,000

   유형자산

    집기비품 6,825,400 6,825,400

    감가상각누계액 (5,889,800) 935,600 (5,889,800) 935,600

자산 총계  92,312,860 85,296,545

부채 - -

자본

  기본재산 51,629,270 51,629,270

  이익잉여금 40,683,590 33,667,275

(당기순이익  7,016,315)

(전기순이익 19,474,448)

자본 총계  92,312,860 85,296,545

부채 및 자본 총계 92,312,860 85,296,545

 2. 재무 현황

재 무 상 태 표


제11기 당기 2019년12월31일 현재 

제10기 전기 2018년12월31일 현재

(사)아시안프렌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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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전기

수익 278,404,953 316,108,407

  회비 33,358,920 35,526,100

  기부·후원금 54,290,650 64,562,150

  참가비 123,998,534 99,695,267

  보조금 60,927,777 113,696,468

  기타 5,829,072 2,628,462

비용 271,388,638 296,633,959

 목적사업비 221,678,277 226,033,352

  국제개발협력사업 55,462,859 139,805,591

  나눔여행 107,682,194 69,096,586

  다문화사업 41,664,495 1,026,040

  교육사업 67,680 65,690

  기획협력사업 16,801,049 16,039,445

 경상비 49,710,361 68,079,394

  인건비  32,565,010 51,783,850

  운영관리비 17,145,351 16,295,544

 사업외비용 2,414,313

 감가상각비 106,900

 당기순이익 7,016,315 19,474,448

손 익 계 산 서


제11기 당기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제10기 전기 2018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사)아시안프렌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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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수량 금액(원) 용 도 종 별 수량 금액(원) 용 도

책상 4   60,000 사무용비
품

컴퓨터

2   62,000 사무용 
기기

책상 

의자
4   60,000 〃 1   356,900 〃

테이블 1   40,000 〃 2    33,000 (외장하드)
테이블 

의자
15   44,600 〃

1   153,600 (외장하드)

파일박스 1   14,000 〃
냉장고 1    38,000 사무용가전

책장 2   20,000 〃 전화기 3    20,000 〃

옷장 1   16,000 청소기 1    17,500 〃

계                            935,600원

 3. 자산 명세서
                                               (2019. 12. 31 현재) 

계정과목 내 역 평 가 액(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통예금(현금) 81,377,260 

임차보증금 사무실 임차 보증금 10,000,000

유형자산

사무용 비품(책상 등)   335,500

사무용 기기(컴퓨터 등)   524,600

사무용 가전(전화기 등)   75,500

계 935,600 

합   계  92,312,860원

유형자산 세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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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가. 2020년 아시안프렌즈 사업 목표

     

 

  

 1. 국제개발협력 사업

   (가) 몽골 꿈나무 청소년․어린이 지원사업

    ◎ 2010년 11월부터 시작한 몽골 바가노르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기초생필품(BHN)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 2013년 11월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몽골 청소년 꿈나무센터’

개관, 2014년 초부터 센터 운영을 위해 해외 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인‘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 교

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청소년 종합교육센터 신축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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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색한다.  

  (나) 바가노르 취약계층여성 소득증대를 위한 봉제교육 

    ◎ 아시안프렌즈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로서 바가노르 취약계

층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봉제교육사업을 추진한다.

 

    ◎ 2017〜2018년 2년 동안 추진한‘몽골 바가노르 편모가정 취업역량 

강화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울란바토르 시 인근 닐라이흐 구나 바양주르흐 구 

편모가정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용직업훈련학교 운영을 계획,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소통․화합을 위한 다문화사업 추진 

2020년 사업중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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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도 오르차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 2017년 3월 개관한 오르차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아동․
청소년 교육과 함께 마을 문맹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추진한다.

  (라) 인도 오르차 찬드라반/로티아나 아동 기초영양식 제공

    ◎ 2012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찬드라반 아동 70여명을 위한 기초영양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로티아나 마을 아동 50여명에게도 제공하고 있는 바, 

2020년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한다.   

 

  (마) 베트남 희망 장학사업

    ◎ 2012년 장학금 810천원 지원으로 출발한 베트남 희망장학사업은,  매년 

호치민시 구찌현 및 떠이닝성 짱방현 관내 초․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안호아․안빈탄 초등학교 등 6개 학교 독서실 설치, 럼레이응아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 전국 고등학교 100만 권 도서 기증 등으로 발전하였다. 또 2016년부터 

불우아동을 위한‘따뜻한 설날 보내기’지원, 저소득가정 통학용 자전거를 지

원하고 있다. 

    ◎ 2020년에는 기존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희망장학금 모금확대를 통해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해 나간다.

 2. 나눔여행사업  

    ◎ 인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빈곤국을 여행하는 

나눔여행을 아시안프렌즈 브랜드사업으로서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2020년에

는 5회 50명 이상 진행한다.

 3. 다문화사업

  (가) 다문화 청소년 인생설계 내비게이터십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내 인생의 선장으로서 올바른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항해자(내비게이터)가 되도록 지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 이어 2020

년에는 다문화 청소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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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정극단 운영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연극활동을 통하여 다문화를 공유하

고,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다정극

단 운영을 계속하도록 한다. 

  (다) 다문화 사회교육

    ◎ 정부의‘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에 맞추어 다문화사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기관, 단체, 학교, 유치원 등에 광범위하게 홍보한다.

  (라) 한국다문화청소년상-희망장학상 시상

    ◎ 코리아타임즈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아시안프렌즈,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등이 후원하는 한국다문화청소년상-희망장학상 부문 수상자를 선정, 시상한다.

4. 교육사업

  (가) ELK 프로그램 

    ◎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사회․
문화․정치․경제 등 이슈를 다루는 ELK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한다.

  (나)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서울여대)의 Service-Learning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학습과 국제사회 기여 해외봉사프로그램을 

나눔 여행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발전시켜나간다.

 5. 기획협력사업 

  (가) 이주아동 권리보장운동

    ◎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회원사업

    ◎ 2020년 회원․후원자 목표(회원 500명, 후원자 300명, 월 후원금 350만원)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 임원과 위원, 핵심 회원별 목표를 할당하고

(이사, 감사, 직원 각각 연간 10명 목표) 회원․후원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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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뉴스레터를 제작․발송(On, Off-Line)하여 아시안프렌즈의 근황을 

공유하고, 각종 사업에 회원․후원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연말 회원․후원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회원․후원자간 유대를 

다지고 국제봉사 참여에 대한 보람을 공유한다.

  (다) 홍보사업

    ◎ 공식 홈페이지와 다음카페를 일반 대중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편

하고,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

  

    ◎ 아시안프렌즈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후원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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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렛을 제작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온라인 모금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아시안프렌즈 홍보 

효과 증진과 모금 확대를 목적으로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을 계속 지원한다.

  (라) 모금사업

    ◎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절약정신과 저축의 중요성, 나눔의 소중한 

의미를 알리는 돼지저금통 모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2020년도 주요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여 기업, 재단, KOICA, 종교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 제안한다.

    ◎ 네이버 ‘해피빈’, 다음 ‘같이가치’,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네티즌과 

소통하는 온라인 모금활동을 확대한다.

 

 6. 운영

  (가) 이사회 보강

    ◎ 아시안프렌즈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 회원을 보강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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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원회 활성화

    ◎ 아시안프렌즈 운영규정에 맞추어 각 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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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원․후원자 소모임 조직

    ◎ 대학생회, 청년회, 다문화 동아리 등을 조직하여 아시안프렌즈 사업과 

연계 활동을 전개한다. 

  (라) 자원봉사자 활용

    ◎ 사업별 자원봉사자를 모집,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다문화교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무국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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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대상지역  몽골 울란바토르 바가노르구 

사업목적

SDGs 1 빈곤 ․ 기아 퇴치, 건강한 삶 보장
 ㅇ 매월 빈곤아동 가정에 BHN 지원 및 매일 한 끼 식사 제공
SDGs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보장
 ㅇ 꿈나무센터 운영을 통해 학습능력 배양
SDGs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야의 역량 강화
 ㅇ 인성교육을 통한 지구촌 시민의식 함양
 ㅇ 컴퓨터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해 여아의 능력 향상 

사업대상  바가노르시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아동 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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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운영 : 예체능, 한국어, 컴퓨터, 
영어, 보건․위생, 인성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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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나무센터 활동가 파견
 ㅇ 파견기간 : 2020. 3~2021. 2
 ㅇ KCOC WFK NGO 봉사자 선발 파견

 나. 2020년 사업 계획
  1. 국제개발협력사업
  (가) 몽골 꿈나무 청소년․어린이 지원사업 
    (1)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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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와 공동 추진
 ㅇ 바가노르 AFs 대표: 너몬자야
  - 바가노르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 파악 정리 및 생활지도
  - 봉사자 거주 및 활동 지원
 ㅇ WFK　NGO　봉사자:　도보미
  - 꿈나무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조사
  - 운영 관련 보고서 제출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25,000천원 지 출 25,0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KCOC WFK 
지원금 15,000 활동가 

활동비 15,000 주거비, 생활비, 
현지정착금 등

꿈나무
센터 운영 4,800 교육 200×12개월

영양식 200×12개월세종초 후원 3,000 300×10개월 BHN 지원 3,000 250×12개월
온라인 모금 5,000  센터

관리비 1,500 유지관리:150×10개월
수용비 

및 수수료 700 송금, 물품발송 등 캠페인 모금 2,000
총계 25,000 총계 25,000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대상지역  몽골 울란바토르 바가노르구 

사업목적

SDGs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ㅇ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SDGs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ㅇ 취약계층 여성 취업경쟁력 제고 및 경제적 자립 지원
SDGs 10 불평등 감소
 ㅇ 취약계층 여성 소득증대를 통한 자존감 향상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나) 바가노르 취약계층 여성 직업훈련학교 운영 
    (1)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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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취약계층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강화 
사업대상  바가노르 취약계층 여성 20～30명 

사업내용

1) 취약계층 여성 소득 증대를 위한 봉제교육 
 ㅇ 장소: 기존 바가노르 미용직업훈련학교 리모델링 
 ㅇ 1차로 봉제 기본교육, 실습형 교육 실시
 ㅇ 국가자격증 취득후 미싱소 협동조합 설립⇒일자리 창출

2) 주민모임 운영
 ㅇ 기존 미용직업훈련학교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및 문화교실 운영

추진방법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와 공동 추진
 ㅇ 바가노르 AFs 대표: 너몬자야
  - 미싱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축  
  - 미싱교육 강사 및 훈련생 모집․ 관리 
  - 현지 지역주민 모임 운영 
 ㅇ 활동가
  - 직업훈련학교 훈련생 관리 및 수업지원 
  - 운영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20,000천원 지 출 20,0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AFs 5,000 인건비 3,600
강사료 600×3개월
사업운영 400×3개월
운영보조 200×3개월

해피빈모금 5,000 사업비 16,000 봉제 설비 및 소모품
캠페인모금 10,000 수용비 

수수료 400 송금, 물품발송 등 
총계 20,000 총계 20,000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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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대상지역  인도 오르차 로티아나(Rautyana, Orchha, Madya Pradesh, India)

사업목적 SDGs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ㅇ 로티아나 마을 아동들에게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기회 제공

사업대상 로티아나 마을 학령기 아동 50여명, 로티아나 마을 주민

사업내용

1)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및 기초교육 제공
 ㅇ 대상 : 로티아나 학령기 아동 50여명 
 ㅇ 내용 : 초등교육과정 교육(기초교육 제공 및 기초 학용품 지원)
 ㅇ 시기 : 연중(5〜6월 하계 방학 제외)
 ㅇ 과목 : 힌디어, 영어, 수학, 생활예절 등
 ㅇ 교사 : Mr, Hari Bhajan

2 지속가능한 교육봉사 및 나눔 실천
 ㅇ 방법 : 나눔여행단 파견
 ㅇ 시기 : 연 1〜2회
 ㅇ 봉사 : 로티아나 아동들에게 예체능, 위생, 세계시민교육
 ㅇ 후원 : 의류, 신발, 학용품, 의약품 등

추진방법

 ㅇ 현지 NGO((BHAJAN PRAYAS　Foundation ORCHHA)와 협력하
여 진행
  - 담당자 : 딘 데얄(오르차 주민, 템플뷰 게스트하우스 운영)
 - 역할 :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및 회계 보고, 아동 
후원물품 전달, 월 1회 활동보고서 제출, 나눔여행 등 아시안프렌즈 활동 
지원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7,000천원 지  출 7,0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온라인 모금 6,000 500×12개월 경상사업비 2,000 교재교구 및 
기초학용품 등

교사 인건비 1,500 150×10개월×1명

  (다) 인도 오르차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1) 사업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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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사업목적
SDGs 1 빈곤 ․ 기아 퇴치, 건강한 삶 보장
 ㅇ 불가촉천민마을인 찬드라반/로티아나 마을 성장기 아동들에게 
기초영양식 제공 

사업대상 인도 오르차 찬드라반/로티아나 마을 아동 120〜150명

사업내용
1) 성장에 필요한 기초 영양식품 제공
 ㅇ 품목 : 영양죽, 우유, 바나나, 오렌지, 비스켓 등
 ㅇ 시기 : 연중 주 2회

추진방법

ㅇ 현지 NGO((BHAJAN PRAYAS　foundation ORCHHA)와 협력하
여 진행
  - 담당자 : 딘 데얄(오르차 주민, 템플뷰 게스트하우스 운영)
  - 역할 : 매주 2회 이상 푸드 구입, 찬드라반/로티아나 아동들에
게 직접 제공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5,000천원 지  출 5,000천원

캠페인 모금 1,000

임차료 300 교실 사용료
현지 담당자 

활동비 1,000 100×10개월
운영위원회 300 50×6회
모니터링 1,500 1,500×1명×1회

현지 조사 등
수용비 수수료  400 송금수수료 등

총계 7,000 총계 7,000
 

  ( ) 인도 오르차 빈곤 아동 기초영양식 제공
    (1)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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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사업목적
SDGs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ㅇ베트남 남부 지역 빈곤가정의 성적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을 지급,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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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1) 희망장학회 운영   
 ㅇ 방법 : 도 옥 루이엔(희망장학회 위원) 모금액과 아시안프렌즈 
모금액으로 장학기금 조성
 ㅇ 시기 : 2020. 9 신학기  
 ㅇ 내용 : 베트남 남부지역 저소득 초․중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불우아동 따뜻한 설날 프로그램 지원
 ㅇ 시기 : 2020. 1월
 ㅇ 내용 : 설날 선물꾸러미 제공
3) 마을 독서실 설치 지원
 ㅇ 대상 : 호치민 시 구찌현, 짱방현 초등학교 
 ㅇ 내용 : 어린이 도서, 서가 등 지원
4) 지속가능한 봉사 및 나눔 실천
 ㅇ 방법 : 나눔여행단 파견
 ㅇ 시기 : 연 2〜4회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한가람
유치원 4,000 500×8개월

기초영양식 
지원 3,000 300×10개월

BHN 지원  800  80×10개월

온라인 모금 1,000
현지 담당자 

활동비 1,000 100×10개월
수용비수수료 200

총계 5,000 총계 5,000
  
  ( ) 베트남 ‘희망 장학사업’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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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후원금
모금 10,000 지정기부금 

장학금 지급 9,000
따뜻한 설날 1,000 선물 꾸러미
독서실 설치

도서지원 2,000 도서 구입 등온라인 모금 2,000
총계 12,000 총계 12,000

구     분 내   용
 ㅇ 내용 : 교육봉사, 나눔(의류, 학용품 등) 실천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12000천원 지  출 12000천원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사업목적
SDGs 3. 4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
질의 교육 보장 
 ㅇ 네팔 산간 오지지역 초등학교 도서 지원

사업대상 필리핀 오리엔탈 네그로스 마비나이, 네팔 산간오지 지역 학교

사업내용

 1) 네팔 산간오지 초등학교 도서 지원
 ㅇ 대상 : 네팔 거하테 학교 및 빠트릿코트 학교
 ㅇ 내용 : 초등학교에 독서실 설치 및 도서 지원
 ㅇ 추진방법 : 수엠부 동탄(대표: 김동현)과 공동 진행

 2) 지속가능한 봉사 및 나눔 실천
 ㅇ 방법 : 나눔여행단 파견
 ㅇ 시기 : 연 1회
 ㅇ 내용 : 교육봉사, 나눔(의류, 학용품 등) 실천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3,000천원 지  출 3,000천원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 ) 아시아 어린이 돕기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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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연중)
대상지역 인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 

사업목적
SDGs 1～5, 10
ㅇ 세계빈곤 및 제3세계 이해, 환경, 국제개발협력, 다문화 수용
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훈
련 및 지속가능한 지구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나눔 실천

사업대상 아시안프렌즈 회원 및 나눔여행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단체

사업내용

1) 나눔여행 기간
 ㅇ 일반인 : 7박 8일 기준, 9박 10일 기준
 ㅇ 학  생 : 14박 15일 기준
2) 실시횟수 : 5회 이상
3) 나눔여행 내용 
 ㅇ 현지 협력기관/단체 방문
  - 인도 : 오르차 찬드라반/로티아나 마을
  - 몽  골 :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 베트남 : 호치민시 떠이닝성, 짱방현, 구찌현 등
  - 필리핀 : 두마게티 실리만대학 패밀리 아가페
  - 캄보디아 : 프놈펜, 시하눅빌
 ㅇ 봉사 및 나눔 실천
  - 방문국 오지 빈곤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봉사, 위생교육, 나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아시안프렌즈  3,000 지정기부금 네팔 독서실 3,000 도서 구입, 
현지 조사

총계 3,000 총계 3,000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2. 나눔여행사업

   (가) 해외 나눔여행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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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월 나라 테   마 대   상 인원

1월
인도 교육봉사‧나눔․교류 서울여대 GS-L 11명

베트남 〃 〃 13명
캄보디아 〃 〃 13명

7월 몽골 〃 〃 10명
베트남 〃 〃 10명

8월 몽골 봉사‧나눔․교류 회원 및 일반인 10명
베트남 〃 〃 10명

12월 인도 교육봉사‧나눔 기관 및 단체 10명
필리핀 교육봉사‧나눔 〃 10명

눔 실천, 지역 조사, 문화 교류 등
 ㅇ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기획
  -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NGO 단체 또는 현지NGO 단체를 방문
하여 해외 현장학습기회 제공
  - 방문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기획
  (나눔여행팀이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후원물품 전달
  - 수집한 후원 물품을 나눔여행팀이 현지에 직접 전달
  
4) 참가비용: 1인 150만원〜190만원 기준 
5) 참가인원: 1팀당 10명 내외  
6) 2020년 나눔여행 계획(안) 

7) 사업 홍보
 ㅇ 2020년 ‘나눔여행’ 홍보자료 제작(웹 홍보용 카드뉴스)
 ㅇ 기 나눔여행 참가 기관/단체, 참가 예상 단체/기관/학교 등에 홍
보자료 발송
 ㅇ 홈페이지, 다음카페,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
 ㅇ 대학생들이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를 통한 홍보
    (스펙업, 아웃캠, 에브리타임, 독취사 등)

담당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85,000천원 지  출 8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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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4월 ~ 11월

사업목적

SDG 1〜5, 10,16
 ㅇ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따돌림을 받아 정체성 혼
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선장
으로서 올바른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항해
자(내비게이터)가 되도록 지도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
원으로 성장하도록 함.

사업대상 다문화가정 청소년(초․중․고생) 

사업내용

1) 참여자 모집
 ㅇ 코리아타임즈와 협력하여 한국다문화청소년상 추천자를 대상
으로 본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은 다음 심의를 거쳐 선정
2) 일정 : 여름방학 중 2박3일
3) 프로그램 모듈  
 ㅇ 1단계 : 오리엔테이션(과정안내, 참가자 소개, 자기 소개, 그
룹 구성)
 ㅇ 2단계 : 자기 진단(개인의 NQ 진단, 조직의 NQ 진단, 개인
별 발표, 그룹별 발표)
 ㅇ 3단계 : 목표 설정(미래 예측, 꿈(목표), 강점 파악, 목표와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참가비 85,000 1,700×10명×5회

항공권 40,500 810×50명
여행자보험 600  12×50명
현지 활동비 25,000 5,000×5회

수용비, 
수수료 200  50×5회
워크북 500 100×5회
비자  3,200 80×40명　

프로그램 진행 15,000 300×50명
총계 85,000 총계 85,000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3. 다문화사업
  (가) 다문화 청소년 인생설계 내비게이터십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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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
 ㅇ 4단계 : 실천 방안(구체적인 실천 방안, 개인별 발표, 팀별 
발표, 총평
 ㅇ 5단계 : 마무리(인생디자인, 개인과 조직 통합, 인생설계도 
작성, 마무리 
4) 참가인원: 1회 50명 내외 

담당위원회 다문화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16,000천원 지출 16,0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참가비 1,000 20×50명

강사료 4,080 3명×3일
단순인건비   1,360 전담인력

숙박비 2,200 20×2박×55명
식비 3,080 8×7식×55명

후원자 
개발 15,000

다과 음료비 480
홍보․인쇄비 1,500
물품구입비 300

임차비 2,500 차량, 회의장
관리운영비 500

총계 16,000 16,000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5월 ∼ 12월

사업목적
SDG 1〜5, 10,16
 ㅇ다문화사회를 맞아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연극활동
을 통하여 다문화를 공유하고,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갈등을 완
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나) 다정극단 운영(계획사업)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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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서울․수도권 거주 외국인주민 및 선주민 

사업내용

1) 참여자 모집
 ㅇ 2019년 다정극단 3기 단원을 중심으로 하되 다문화커뮤니티
를 활용하여 단원 보강
2) 일정 : 2020. 5 ～12월
3) 내용  
 ㅇ 1단계(연극 상담) : 2회, 자기 이미지 진단, 스토리텔링
 ㅇ 2단계연극 워크숍) : 12회, 경험 풀어내기, 연극 이해, 대본 
작성, 장면 만들기, 발성 및 동선 연습 등
 ㅇ 3단계(공연) : 2회
 ㅇ 4단계(합평회) : 수료증 수여 
4) 참가인원 : 20명 내외(외국인주민 15명, 내국인 5명)

담당위원회 다문화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22,100천원 지출 22,100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아시안
프렌즈 2,100 20×50명

강사료 9,500 연출, 조연출, 
스탭

단순인건비   1,600 전담인력
시나리오 작성 300

국내여비 200
식비 2,500

다과 음료비 480

후원자 
개발 20,000

홍보․인쇄비 1,500
물품구입비 1,000

임차비 3,000 공연장, 
연습실

제작비 1,500
관리운영비 600

총계 22,100 22,100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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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아시안
프렌즈 250 회의비 200 다문화강사 포럼 등

진행비 50 다문화교육학회 간담회 등
총계 250 총계 250

구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SDGs 10․16   불평등 완화 및 포용적 사회 확대
 ㅇ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원하는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다문화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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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위원회 다문화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250천원 지출 250천원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1월∼12월(1회)

사업목적
SDGs 10․16   불평등 완화 및 포용적 사회 확대
 ㅇ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재능있는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을 지원하기 위해 코리아타임스가 시행하는 한국다문화청소년상
에 아시안프렌즈 희망장학상 부문 시상

사업대상  다문화가정 청소년 1명

사업내용
1) 대상 : 부모 중 한 명이 베트남 출신인 모범 다문화 초/중/고
등학생 중에서 1명 선정
2) 선정방법 : 교사, 학교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및 민간 사회복지 관련 기관장 혹은 각국 대사관의 추천을 받은, 

  (다) 다문화 사회교육 
    (1) 사업 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라) 한국다문화청소년상-AFs 희망장학상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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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SDGs 16․17  포용적 사회 확대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ㅇ 국내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난민 등 이주자들이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지
원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대상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

사업내용

1) 맞춤형 한국어교실 : 3개월 과정 3회
 ㅇ대상 : 한국 거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유학생, 노동자 등
 ㅇ내용 : 한국어 기초반, 초급반
 ㅇ수업시간 : 주 1회 2시간
 ㅇ장소 : 아시안프렌즈
2) 한국사회․문화 이해교실 : 5개월 과정 2회
 ㅇ대상 :  유학생,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ㅇ내용 : 신문 사설․칼럼 읽고 토론
 ㅇ시간 : 주 1회 2시간 

담당위원회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500천원 지  출 5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희망장학회
후원금 1,000 희망장학금 1,000
총계 1,000 총계 1,000

청소년 중 이중언어, 학업, 예체능 분야 특기자, 봉사활동 분야 우
수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3) 장학금 : 1,000,000원 

담당위원회 다문화사업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1,000천원 지출 1,000천원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4. 교육사업
  (가) ELK프로그램(한국 사회․문화 이해교실)
     (1)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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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참가비 400 10명×30천원×2회 강사교통비 450 3명×5천원×40회
아시안
프렌즈 100 진행비 50
총계 500 총계 500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3월∼6월/ 9월∼12월

사업목적
SDGs 1〜17  지속가능한 발전
 ㅇ 대학생 대상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이슈 및 빈
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및 시민들의 지구촌 이
해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

사업대상 서울여자대학교 ‘제3세계와 국제개발협력’ 과목 수강생

사업내용

1) 서울여자대학교 서비스러닝
ㅇ 학생수: 1학기 8명 기준 1년 15명 내외
ㅇ 방  법: ‘제3세계와 국제개발협력’ 수업과 연계하여 아시안프
렌즈와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기획 
ㅇ 참여시간: 주1회 사무실 방문 1회 2시간씩 학습 
2) 아동․청소년 대상 지구촌 시민교육 

담당위원회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500천원 지  출 5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아시안프렌즈 500
프로그램 
진행비 200 자료준비 등

간담회비 300
총계 500 총계 500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나)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1) 사업 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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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SDGs 4, 10, 16
 ㅇ 이주아동(한국 국적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
람)들의 인권, 건강권, 사회생활권, 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사업대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귀화 한국인 등
사업내용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주아동권리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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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
프렌즈 300 연대활동

참가비 300
총계 300 총계 300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아시안프렌즈 인적‧물적 자원 확보
사업대상  아시안프렌즈 후원자가 되고자 하는 일반인

사업내용
1) 후원자 모집 
 ㅇ 이사 및 직원 각각 10명씩 영입
2) 목표 회원 수 : 500명 (회비 납부 후원자 250명)

 5. 기획협력사업
  (가) 이주아동 권리보장운동
    (1) 사업 내용

         (2)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나) 회원사업
    (1) 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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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후원기관 
기부금 12,600 1,050×12회 제작 및 

발송비 12,600 1,050×12회
아시안프렌즈 3,400 회원관리 3,400

총계 16,000 총계 16,000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하반기
사업목적 아시안프렌즈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신규 후원자확보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
사업대상 아시안프렌즈를 알리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 등
사업내용 1) 아시안프렌즈 홍보 리플릿 제작

3) 목표 영입 후원자 수 : 50명
4) 한 달 평균 목표 정기후원금: 3,500천원

담당위원회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33,000천원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연중)
사업목적 뉴스레터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아시안프렌즈의 근황을 알리고, 

단체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사업대상 아시안프렌즈 후원자 및 후원단체

사업내용
1) 뉴스레터 제작․발송 : 매월 후원자들에게 아시안프렌즈의 근황
을 담은 소식지 발송
 ㅇ매월 25일 전후 : 이메일 발송
2) 연 1회 정기총회 자료집 이메일 발송
3) 감사 서신, 사업 참여  독려 등 수시 발송

담당위원회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16,000천원 지출 16,000천원

       
    (2) 회원 서비스

    (3) 소요 예산
    (단위: 천원)

  (다) 홍보사업
    (1) 홍보 리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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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 32절 16쪽 기준
- 부수 : 2,000부
2) 필요시 나눔여행, ELK 프로그램 홍보 리플릿 제작 검토 

담당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입 2,000천원 지출 2,000천원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사업목적 아시아어린이돕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돼지저금통 모금 추진
사업대상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종희 이사, 성문순 이사 등 유아교육에 종

사하는 회원 중심)
사업내용

1)돼지저금통 제작
2)5개 유치원‧어린이집에 모금 의뢰
3)저금통 수거 및 나눔어린이상장 수여

담당 기획위원회
소요예산 수  입 1,000천원 지  출 500천원

수입 지출
목 금액 산출근거 목 금액 산출근거

모금 1,000 500×2곳
저금통제작비 400 1,000개×400
나눔상장 제작  50

진행비  50
총계 1,000 총계 500

 
  (라) 모금사업
    (1) 돼지저금통 모금

    (2) 소요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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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1. 회비    35,000 -정기회비 200명×12개월×13,750원

-일시회비(이사 연회비 등) 2,000,000원
2. 기부․후원금  104,600

․ 기부금   37,600

-특별 기부금                  3,000,000원
-해피빈                      20,000,000원
  ‧ 몽골 프로젝트  10.000,000원
  ‧ 인도 프로젝트   8.000,000원
  ․ 베트남 프로젝트 2,000,000원
-홍보자료 제작 기부          14,600,000원

․ 돼지저금통 모금    1,000 2개 어린이집×500,000원
․ 캠페인 모금   13,000 이벤트 모금, 바자회
․ 희망장학회  10,000
․ 후원금

  43,000
-세종초      3,000,000원(10개월×300천원)
-한가람유치원4,000,000원(8개월×500천원)
-후원자 개발                35,000,000원
-후원의 밤  등                1,000,00원

3. 참가비  86,400
․ 나눔여행  85,000 -10명×5회×1,700천원
․ 프로그램 참가 1,400 -청소년내비게이터십 1,000천원, ELK 400천원
4. 보조금 15,000
․ KCOC 15,000 WFK NGO 봉사단 파견 비용
5. 기타  2,080 
‧ 예금 이자       80
․ 기타 수익    2,000
5. 전년도 이월금  81,377
     합  계 324,457 

 다. 2020년 예산(안)
  1. 수 입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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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1.  사업비 204,650         
 가. 국제개발협력사업 73,000

․ 몽골 
꿈나무 어린이 지원   25,000

-BHN지원                  3,000
-꿈나무센터운영            4,800
-센터관리비                1,500
-활동가 활동비            15,000
-수용비 수수료 등            700

바가노르 취약계층
여성 직업훈련학교 20,000

-인건비                    3,600
-사업비(장비, 물품 구입 등 16,000
-수용비수수료 등             400

․ 인도

오르차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7,000

-교사 인건비               1,500
-경상사업비                2,300
-임차료                     300
-현지담당자 활동비         1,000
-모니터링                  1,500
수용비수수료                 400

찬드라반/로티아나 
아동 기초영양식 제공 5,000

-기초영양식                3,000
-BHN 지원                  800 
-현지담당자 활동비         1,000
-수용비수수료                200  

․ 베트남 ‘희망장학’사업   12,000 -장학금 지급            10,000  
-독서실 설치 등          2,000

․ 아시아 어린이돕기   3,000 -네팔 독서실 지원        3,000
․ 국제개발협력 조사 등    1,000 -KCOC 회비 등
 나. 나눔여행사업  70,000
․ 해외 나눔여행  70,000 -5회×14,000원
 다. 다문화사업  39,350
․ 다문화청소년 내비게이터십 16,000 -강사료 등 인건비        5,440 

-캠프 진행             10,060

․ 다정극단 운영 22,100
-강사료 등 인건비       11,100
-연극활동 진행          10,400
-관리운영                  600

  2. 지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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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교육 250
․ 다문화청소년상-희망장학상    1,000 -장힉금                  1,000
 라. 교육사업    1,000
․ ELK프로그램      500 -강사교통비, 교재구입, 
․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500 -지도교사비, 간담회 등
 마. 기획협력사업  21,300
․ 이주아동권리보장운동      300

․ 회원사업   18,000
-뉴스레터 12회×1,050천원
-회원관리 3,400천원
-AFs 10년 발자취    2,000천원

․ 홍보사업    2,000 -홍보리플릿 제작 등
․ 모금사업    1,000 -저금통 제작 발송        

-모금활동 등
2.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76,000  
 가. 인건비  56,000
․ 인건비   48,000 4,000천원×12개월
․ 사회보험금    5,000
․ 퇴직적립금    3,000
 나. 운영 관리비 20,000
․ 총회 ․ 이사회 운영    1,500
․ 사무국 운영    2,000
․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12,000
․ 소모품비      500
․ 제세공과금    1,500
․ 수용비 · 수수료    2,500
3. 사업외 비용 30,000 보조금 사업비 잔액 반환금 
4. 예비비 13,807
         합  계 3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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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2020년   2019년 증감액 항목  2020년    2019년  증감액

 1. 회비 35,000       35,000 0
 1. 204,650     221,568 △16,918

 2. 기부•후원금 104,600       63,079 41,521

 가. 국제개발협력 사업 73,000        75,900 △2,900

・ 돼지저금통 모금

・ 이벤트모금

・ 희망장학금

・ 후원금

37,600

1,000

13,000

10,000

43,000       

38,474

  2,000

   4,500

  10,000

   8,105

 ・몽골 꿈나무어린이 지원

 ・바가노르미용직업훈련학교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오르차 아동 기초영양식
 ・베트남 ‘희망장학’사업

 ・아시아 어린이 돕기

 ・국제개발협력 조사 등

      25,000

20,000

7,000

5,000

12,000

3,000

1,000 

       22,300

       15,400

        8,200

        5,000

       14,000

       10,000

        1,000

  3. 2020 수지예산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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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6,400       83,400 3,000 나. 나눔여행사업 70,000        67,500 2,500

・프로그램 참가
85,000

1,400

      80,000

       3,400
 ・해외 나눔여행 70,000        67,500

 4. 보조금 15,000      60,039 △45,039 다. 다문화사업 39,350        52,868 △13,518

・KCOC

・서울시
15,000

-

      14,000

46,039

 ・다문화청소년 내비게이터십

 ・외국인주민 연극활동
 ・다문화자녀 베트남어교육
 ・다문화사회교육

 ・다문화청소년 희망장학금

16,000

22,100

-

250

1,000

       16,105

22.040

13,473

          250

         1,000

 라. 교육사업 1,000          1,000 0

 5. 기타수익 2,080       14,065 △11,985
 ・ELK 프로그램

 ・청년학생 지구촌이해교육

500

500

          500

          500

・바가노르AFs
・예금이자

・잡수익

     -

80

2,000

 12,000      

          65

       2,000

 마. 기획협력사업 21,300        24,300 △3,000

 ・이주아동권리보장운동
 ・회원사업

 ・홍보사업

 ・모금사업

300

18,000

2,000

1,000

          300

        21,000

         2,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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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월금   81,377    74,361 7,016 2. 76,000       76,700 △700

 가. 인건비 56,000        58,200 △2,200

 
 ・사회보험금

 ・퇴직적립금

48,000

5,000

3,000

       49,200

         5,000

         4,000

 나. 운영 관리비 20,000        18,500 1,500

 ・총회․이사회 운영

 ・사무국 운영
  ․ 사무실 임차 및 관리

  ․ 소모품비

  ․ 제세공과금

  ․ 수용비, 수수료

1,500

2,000

12,000

500

1,500

2,500

         1,500

         1,000

        12,000

          500

         1,500

         2,000

 3. 사업외 비용 30,000        20,000 10,000

 4. 예비비 13,807        11,676 2,131

합계 324,457   329,944 △5,487           합계 324,457      329,944 △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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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이름 소속 및 경력 전문분야

이사 곽 온

광명 소하어린이집 원장

(사)푸른아시아 이사

(전) 광명YWCA사무총장, 

    광명여성의전화 이사

영유아 교육

이사 김광태
(주)가온누리홀딩스 대표이사

(전) 현대자동차 근무

의료기기제조․유통, 

무역업, 

이사 김병호

디자인 모루 대표

(전) 서울여대, 신구대 겸임교수

(전) 김형윤 편집회사 아트디렉터

명예

이사장
김준식

(사)세종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관장

(전) YMCA(대전, 인천, 안양)사무총장

국제개발협력

이민정책(다문화

사회교육, 정책)

이사 루이엔

CONNECT TO WIN 대표

아시안프렌즈 베트남희망장학회 위원

(전) 호치민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교육 

한국어교육 박사

이사 성문순
해오름 어린이집 원장 

(전)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영유아 보육

플라워디자인

이사 이경란

서울 양천구협치TFT 민간대표

(전)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전) 행복중심 서울서남생협 이사장

(전) 식생활교육양천네트워크 대표   

환경․여성․협동조합 

분야 컨설턴트 

식생활교육

이사장 이남숙

이사장

(전) 한국전력공사 홍보실 사보/편집 

(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획실장․
홍보실장․미디어실장 

한국어 교육, 

외국인을 위한 

사회․문화 이해교육, 

취재 및 편집

이사 이종희

한가람유치원 원장, 

(전) 서울시 사립유치원 성북구회장

(전) 성북유치원연합회장

유아교육

Ⅵ   아시안프렌즈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 아시안프렌즈 임원(제 4기)  
                                     (임기: 2018. 3〜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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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효성
그레이스 미션 이사장

(전) 한국전력공사 경영정보처장
전력경제

이사 장수익

연세고운몸의원 원장

(전)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전) 강남차병원 대체의학대학원조교수

가정의학(대체의학), 

피부과

부이사장 전미옥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운영위원

(전) CMI연구소 대표

(전) 사보협회 부회장

, 

커뮤니케이션, 

진로 코칭

이사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제3

섹터연구소장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시민

사회법분과위원장

(전) 국무총리실 자원봉사진흥회 위원

개발원조, 시민사회, 
자원봉사

부이사장 차윤경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전)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회장

(전) 유네스코 자문위원

다문화교육

감사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법제연구, 자연환경  
               

 이름  소 속  전문분야  기 타

김장범 프리랜서 작가 
기획및홍보/광고 및 

교육/사회복지및사진

前 미원그룹 홍보

실 과장

김정흔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 한국어 강사

한국어교육 다문화 

상담

글로벌문화콘텐츠

학 박사과정 수료

문현철 중부발전(주)과장 
전기공학, 음악(플룻),

글로벌한국학 
보령지역

신새별
계간<자유문학> 발행인

(사)한국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
문학, 출판

(사)한국문인협회

과천지부부지부장

야마구찌 

히데꼬

이주여성 공동체 ‘미래길’ 대표

유한대학교 출강
시인, 일본어 강사

이주민방송‘다문화

토크쇼 진행

   나. 아시아프렌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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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수정 고인호 고점순 고현선 곽온 곽정옥

구자명 구헌 국은영 권재연 권정언 권현실 길현경

김경 김경덕 김광태 김구연 김대한 김도연 김명옥

김문송 김민경 김병호 김보연 김보정 김새롬 김선옥

김선진 김성진 김숙현 김시윤 김아라 김아름 김아송

김에와 김연수 김영심 김요한 김유미 김정현 김정희

김준식 김지영 김한순 나영란 남궁기순 류현미 류희석

문선미 문선희 문장렬 민영미 박권식 박동욱 박미숙

박미자 박선아 박성애 박슬기 박승식 박점희 박정희

박주완 박진주 박현숙 박혜경 배경숙 백태희 부향숙

서채민 서현주 성문순 성은숙 손순정 손자영 송지영

신병철 신새별 신정은 신헌수 신휘수 안예영 양종실

이주여성연합회 대표

(주)한사랑컬쳐 대표

다문화복지, 교육, 

축제기획

대한중국어강사협

회 회장

유보연
BYcontentslab, EMCcompany 

대표

프리랜서 아나운서, 

방송진행․스피치 강의

1인방송대상 공익

부문 최우수상

유현정 비타민하우스 광고홍보팀장 광고․홍보, 건강유통 광주지역

이동환 ㈜ 미르포스 대표 광고,홍보,시각디자인

이  라
다문화여성연합 대표

(전) 경기도의회 의원
다문화교육

다모글로벌교육문

화협동조합 이사

이상희 프리랜서 사진가 사진, 음악, 음향, 　

이현미 스키노베이션 대표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연세고운몸의원

마케팅이사

이정화 융합진로진학연구소 소장 
청소년상담전문,

영어강사
부산지역

이호영 여성학 강사 역사, 여성인권 포항지역

하양호 ㈜‘건축세계’ 대표 건축 　

한우정 한스플루트교육원 원장
예술,음악/플루트교육

과 연주

서울사대부설초등

학교음악실기교사

현내은 천보중학교 교사 중등교육 
청소년진로, 

영어교육　

황경미 로사의 정원 대표
복지원예치료사,

식물가드닝, 꽃꽂이
　

    다. 아시아프렌즈 후원자 및 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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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몽골 바가노르 여성 봉제교육 후원)   　

       하나로애드컴(뉴스레터 제작 후원)

서울여대 교수학습센터(GS-L 나눔여행) 세종초등학교(몽골 꿈나무어린이 지원)

한가람유치원(인도 찬드라반 후원) 대전교차로(인도 찬드라반 후원)

디자인 모루(홍보자료 디자인 재능기부)
로이킴 팬 카페 ‘로이존’

(인도 로티아나 마을학교 후원)

예일회계법인 비타민하우스(렌틸파우더 후원)

워너원 팬카페 ‘윙크비’(바가노르 
미용직업훈련학교 물품 후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J아트(홍보자료 디자인 재능 기부) 오엠애드(홍보자료 디자인 재능 기부)

㈜에이알텍(베트남희망장학회 후원) 한국교원공제회(컴퓨터 기증)

 이룸교육(몽골 꿈나무센터 교재·교구 기증) 한국광해관리공단(컴퓨터 기증)

복면사과 까르네(수제노트 기증) 부정선(베트남 희망장학회 특별후원)

아시아어린이 돕기 저금통 모금 사업 참여 기관

가온어린이집 광명시립 광명어린이집 광명시립 광이어린이집

광명시립 무지개어린이집 광명시립 새싹어린이집 광명시립 소하어린이집

양철원 어은정 엄삼용 예성영 오경애 오석란 오인경

오현선 우승민 위미숙 유지향 유해강 유희영 윤경민

윤미영 윤영 이가람 이경란 이경옥 이남숙 이선미

이선아 이성실 이소라 이순옥 이승자 이시훈 이언용

이윤석 이은숙 이재선 이재춘 이재호 이정민 이종희

이지연 이지현 이하양 이호영 이효성 이효정 이희숙

임기택 임미경 임상순 임종숙 임현숙 장경임 장선주

장소영 장수익 장수진 장영인 장유진 장은우 장지영

장현자 장형규 전미옥 전수진 전재경 전티히엔 정다정

정미화 정상모 정서영 정성희 정순혁 정승연 정유선

정은수 정은영 정재연 정혜경 정호숙 정화순 조상희

조승원 주다은 주성수 지예은 차윤경 최명희 최승호

최재삼 최홍식 팜탄응아 한동환 한우정 한혜주 함혜린

허대행 허미경 현혜진 홍금숙 황용원 황인성 황재익

루이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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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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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영재어린이집 서울 파랑새 어린이집 서울 푸른하늘 어린이집

남양주시 키즈클럽 서울 이화어린이집 서울 초롱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