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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부터 공급받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영역을 개발하
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실천해 나갑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명하게  
관리, 보고할 뿐만 아니라 측정 가능한 변
화를 추구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며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
하여 일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강점을 개발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냅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인식개선센터

문화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

기초복지사업

안보건사업

식수위생개선사업

나눔캠페인

온라인 미디어 캠페인

함께 해주신 분들 

이사회&자문위원

재정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 정신

2019 하이라이트

인사말

더불어사는삶

나눔사랑

존중

창의 

책무

협력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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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창단 14주년을 맞이한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2019년 9월 '도쿄 히비야 공원'에

서 개최된 정부간 한일 문화교류행사 ‘한일축제한마당’에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 

개막식의 공식 프로그램과 축하공연에 참여한 것은 문화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재

단으로서 커다란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이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이제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

엇보다 우리 단원들의 연주가 한일 양국의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을 주었고, 경색되

어 있던 두 나라에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회째를 맞는 전국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에서 최우수 수상단체에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됨으로써 행사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향

한 다양한 문화복지활동이 중앙부처 외 지방자치단체, 특히 장애인고용공단과 지

역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파트너쉽으로 이어지고, 발달장애연주자들이 직업재활

을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소중한 성과라 하겠습

니다.  

2019년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정부 인사들과의 연례회의를 통해 2017년부터 3

년간 추진된 씨엠립 지역의 안보건 체계 기능과 역량강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

과 보고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년간 수행한 안보건사업을 

캄보디아 정부에 성공적으로 이양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와 말라위에서는 그

동안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식수위생 및 수인성질환 예방사업에 착수하였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현지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

한 사업개발과 수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다문화가족 100만 시대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 제

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개발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격차로 인해 또다

른 빈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IT 교육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트-하트재단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성

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님들과 파트너 기관들이 아낌없이 성원해 주셨

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하트-하트재단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

는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오지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트-하트재단의 발걸음에 후원과 자원봉사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Highlights of 

2019

‘특별한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협약 

아동·청소년 IT교육 지원사업 시작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전개

아프리카 식수위생개선사업 착수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일본공연

우즈베키스탄 안보건사업 착수

장애인식개선강사 일자리 창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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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지사업 하트-하트재단은 가난과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교육

기관 등과 협력하여 문화, 교육, 긴급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

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

의 재능을 찾아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인식개선센터

문화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

기초복지사업

71,818명

49,799명

23,580명

13,620명

10,960명

398,476천원

221,681천원

585,381천원

384,335천원

382,27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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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오케스트라

수준 높은 교향곡 전악장 연주, 발달장애 단원이 작곡한 곡 초연 등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만의 차별화

된 교육과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육성합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취약계층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롤 모델로서 카네기홀, 워싱턴 

D.C. 케네디센터, 예술의전당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의 연주뿐 아니라 창단 이후 현재까지 900여 

회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발달장애인  
연주팀 육성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

29명

88회 

19명

224회 

하트앙상블

클래식을 포함하여 영화음악, 교회음악 등 폭 넓은 레퍼토리를 가진 발달장애인 전문 앙상블 그룹을 

육성하여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음악적인 실력을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각각의 앙상블은 악기별 특성

을 살린 다양한 퍼포먼스로 80여 회가 넘는 기업, 단체, 학교,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연주회를 하였으

며, 수준 높은 연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트앙상블 금관앙상블 · 현악 사중주 · 플루트 듀오 · 프로젝트앙상블

하트앙상블  

예술의전당과 공동주최로 7회째 진행되고 있는 <HEART to HEART CONCERT>와 장애인 예술단체 

최초로 초청받아 참여한 한국과 일본의 최대 규모 교류행사 <2019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개막

공연, <2019 서울아리랑페스티벌> 폐막연주 등 매년 국가 대표 행사 및 규모 있는 무대에서 장애인 

단체의 연주 기회를 새롭게 개발하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발달장애인 단원 30명에게 연주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소정의 월 급여

와 연주 개런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연주자가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연주자 고용 위탁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성과

로 부천 세종병원에 발달장애인 직원 10명이 채용되었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비영리단체의 협력을 통

한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직무 고용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업 연주자 
육성 

14,850명

22회 

30,920명

83회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9 신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9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축하공연(서울시청)

-  송파구청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개선 공연(올림픽공원)

- 롯데월드 30주년 기념 행사 축하공연(롯데호텔)

-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전망대 개관 2주년 기념 초청공연 

(롯데월드타워)

- 광화문포럼 초청공연(한국프레스센터) 외 다수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HEART to HEART CONCERT>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2019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개회식 및  

교류 스테이지 공연(도쿄 히비야 공원)

-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 행사(광화문 광장)

- 2019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광화문 광장)

- 2019 서울 미디어그룹 신년음악회(마포아트센터)

- 2019 선현 문화나눔 음악회(KBS홀)

-  대원제약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유니버설아트센터)

-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WITH CONCERT(장천홀)

- 대검찰청 인권문화재 장애인식개선 공연

- 한국수력원자력 공연 외 다수

2019년 주요 연주

하트앙상블하트하트오케스트라

공연기획  
및 연주활동

하트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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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교육훈련 및 강사활동으로 전문성을 갖춘 발달장애인 강사와 비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 커리큘럼에 발달장애인 강

사의 자전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강연과 연주가 더해져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 유통 및 운수회사 등 324개소

의 다양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

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하는 검찰 및 경찰청을 대상

으로도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전 직원 교육 뿐 아니라, 장애

인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위한 특별 교육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역사회

발달장애 인식개선센터

555회

19,320명 

47회

971명 

171회

9,149명 

13회

2,720명 

324회

6,480명 

장애인식개선교육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검정 
운영

총 33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강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발달장

애인 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사 직무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

록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였으며 총 14건의 강사 일자리를 

창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을 등록(201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 이후로 매

년 민간자격 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전라, 경상지역 등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자격 검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33명의 발달장애인이 강사 자격을 취

득하였습니다. 본 자격 검정을 통해 자격과 역량을 갖춘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강사

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3명

133명

14명

협력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 서울특별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지원사업

발달장애  
인식개선강사 
양성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누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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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돌지만 박식한 이야기’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유튜버를 양성하여 이한결의 「겉돌지만 박식한 이야기」 채널을 개설하였습

니다. 1화부터 5화까지 제작되었으며 유튜버 이한결씨가 본인의 관심사와 일상을 주제로 영상 기획 

단계부터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알리고 발달장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친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및 
온라인 홍보

10,903명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범사회적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발달장애 인식개선교육센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서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신청과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happyschool.heart-heart.org ┃ Tel. 02-430-2000(내선 7916)

1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유튜버 한결씨를 소개합니다

2화      유튜버 한결씨, KBS홀을 가다

3화      함께 대중교통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4화      콩쿠르에 다녀온 한결씨, 제주국제관악콩쿠르

5화      유튜버 한결씨가 빛낸 2019년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발달장애 인식개선교육센터 웹사이트 운영

2019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해외공연 시리즈
도쿄 중심에서 울려 퍼진 희망의 멜로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최초로 초청!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주최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일교류축제에 장애인 문화예술단

체 최초로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초청받았습니다. <2019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개회식 축하

공연과 한일교류 스테이지의 메인공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 하트하

트오케스트라는 도쿄 현지에 모인 7만여 명의 관객들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감동을 전하며 대한민

국 장애인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화합의 메신저!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희망과 화합의 아이콘이자 메신저로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선율을 전하였습니다. 국내 KBS 뉴스 및 일본 현지 방송사에도 주목을 받으며 한

국과 일본 민간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하였습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하트하트오케스

트라의 일본 공연을 위해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호하는 현지관객들과 응원메세지를 보내온 곤도 유우카님의 손편지 

2019. 9. 28
2019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개회식 및 한일교류스테이지

2019. 9. 29

신주쿠 요도바시교회 

초청공연



14 152019 ANNUAL REPORT 국내복지사업

발달장애인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기 위해 “제3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REAT MUSIC FESTIVAL 

(GMF)”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26개팀, 315명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본선에 오른 6개 팀은 각

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진의 엄격한 심사와 관객들의 현장투표를 걸쳐 우승팀을 가렸습니다. 

2019년 대상은 ‘위드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비쥬앙상블’, ‘다

소니 챔버 오케스트라’, ‘밀알첼로 앙상블 날개’, ‘드림하이 팝스 오케스트라’, ‘해와달밴드’ 가 각각 최

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의 실력 있는 발달장애인 연주팀들이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음악적 재능과 사회성을 키워가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

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음악단체에게 연주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연주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여개 발달장애 연주단체가 기업, 정부, 단체의 초청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였고 김현

숙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형태의 기획 공연을 통해 발달장애 연주단체에 대한 사회의 관

심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각 단원과 단체의 기량이 향상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뮤직페스티벌

발달장애인
음악단체 육성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문화복지사업

1,430명 

7,980명

발달장애인 음악단체 육성

차세대 음악인재양성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 육성하여 문화예술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음악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음악적 기량이 크게 향상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기입학, 이화경향 콩쿠

르 1위, 학교 실기 우수자 선정 등 학업성적 및 국내외 콩쿠르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과 흥미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무대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0여 명의 청소년들은 각자의 흥미분야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뮤지컬, 중창 등의 음악교육을 받는 과정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꿈을 공유하며 정서적

인 교감을 나누며 자기표현능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인재양성

문화예술지원

음악활동 「하모니」

위드콘서트

4,400명 

8,000명

2,010명

 문화예술 인재양성사업 2기 장학생 STORY

김상우 군(17세)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홀로 입시를 준비하여 예고에 당당히 입

학한 ‘클래식기타 인재’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늘 한

계가 있다고 느끼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김상우 군! 2019년 문화예술 인재양성 2

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첫 실기시

험에서 교내 클래식 기타 사상 역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7월 춘천 복합 

문화공간 카페 5노트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

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김상우 군의 가능성과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

음을 하트-하트재단이 함께 응원합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최초 리사이틀 <위드콘서트>

발달장애인과 전문음악인이 함께 하는 발달장애 생애 최초 리사이틀인 

위드콘서트를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신한음악상 수상자와 함께 한 위드콘서트는 전문음악홀이 아닌 학교를 

찾아가는 기획콘서트로 진행하여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 그 의

미를 더했습니다.

차세대인재양성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는 더욱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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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권

860개소

시각장애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명진학교,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 보조공학기기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야각 한계 극복 

및 잔존 시력을 보호하여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맹학교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도색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아동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나

아가 장애아동들이 다양한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보에 취약한 시각장애아동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

별한 도서'를 개발·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학교,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한 도서 제작, 배

포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9년 연말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아동들에게 

방한용품과 학습용 블루투스 스피커, 특별한 도서를 사랑나눔 선물KIT로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시각장애아동 
교육환경개선

교육컨텐츠 
개발 및 확산

컬러유니버설

특별한 도서 제작

교육복지사업

1,550명

2,470권 

750명

*  컬러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 등을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색각 이상자를 배려
한 색상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  특별한 도서란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촉각, 점자, 음성으
로 구성된 도서입니다.

  특별한 도서 제작 캠페인 참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눈의 날과 대한안과학회가 지정한 눈의 날

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아주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과 부모 380명이 함께 참여하여 시각장애이해교육 및 특별한 도서를 제작함으

로써 손끝으로 나눔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나눔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의미 있었다는 참여

자들의 반응으로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특별한 도서 배부

시각장애아동의 꿈을 키워주는 [특별한 도서] 선물하러 가볼까

아동·청소년의 창의융합 사고력 향상을 위한 IT 교육 공간 조성과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송

파글마루도서관 내에 「청소년 IT 메이커 스쿨」을 조성하였습니다. ICT장비를 통한 코딩교육, 웹툰 제

작, 1인 크리에이터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미디어제작실을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정보기술교육에 소외되지 않고 IT 기기 활용 체험을 하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IT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IT 서비스 분야 전문 기업 임직원의 재능기부로 멘

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딩교육이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되면서 IT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학습지원

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겨울방학 코딩캠프」

를 진행하고 알버트 로봇을 활용한 경제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

였습니다.

아동·청소년 
IT교육시설  
조성사업

특성화고교생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초등학생 
겨울방학 
코딩캠프 

장학금

IT교육

임직원 자원봉사

68명

10명

14명

1,000명

120명

임직원 자원봉사

IT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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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건강식을 제공하여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방학이 오는 것을 걱정하던 아이들은 맛있고 영양 가

득한 ‘영양만점 식품 KIT' 덕분에 방학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매주 선물을 받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

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 및 참여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했으며, 방

학 중 가정에 홀로 있는 아동의 안부를 확인하고 방학 급식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지역 내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였습니다.

사고,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화상 환자, 미숙아, 발달장애, 안질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을 받은 한 화상 환아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태권도, 피

아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감을 얻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선천성 심장병

환우회에 심장병 환우 부모 대상 강연, 심장병 환우 당사자, 가족 대상 나들이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장병 환우와 가족들은 심장질환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향후 치료과정을 준비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웃음을 되찾고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가온」
가온: 따뜻함을 더하다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 의료비 및 생계비

기초복지사업

9,730명

200명

시골 외딴 곳의 낡은 집,

민철이 집은 나무보일러입니다.

구순구개열과 손가락, 발가락이 붙은

합지증으로 태어난 8살 민철이.

생후 3개월에 손가락 분리수술을 했지만 성장하면서

고르게 자라지 못한 손가락으로는 꼼꼼한 색칠이 어렵습니다.

“민철이는 그림 그리기 좋아해요”

그 흔한 12색 색연필조차 없어서 빨간 사과를 분홍색으로 칠합니다.

베트남 엄마와 지적 장애를 가진 아빠,

한국말을 듣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또래 아이들보다 어눌한 발음으로 언어치료가 필요합니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이어진 컨테이너 박스.

비가 새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은 아픈 날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뒷산에서 벌목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준 나무를 보일러에 넣는 일 뿐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엄마는 붕어빵 장사, 식당일 등을 했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5개월 된 동생 때문에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민철이의 민철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후원신청 | 우리은행 1005-101-413016 (사)하트하트재단 
후원문의 | 02-430-2000(내선 7923) | ARS 060-700-1232

하트-하트재단은 2019년부터 온·오프라인 모금, 방송모금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후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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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협력사업

하트-하트재단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예방가

능한 실명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병원, 교육기관, 그리고 NGO 등과 협

력하여 안과서비스 제공, 안보건 인프라 구축, 안보건 인력의 역량강화, 

실명예방 캠페인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보건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또한,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수인성질

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수 및 위생시설 설치, 위생행태 개선을 통한 인

식증진 및 정부인력 수인성 질환 관리역량 강화 등 식수위생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보건사업

식수위생개선사업

203,558명

141,169명

785,423천원

1,081,02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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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놉 모니씨의 안경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의 2차 정부병원에 설치한 3개 지역 비전센터와 3차 병원의 안과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건인력과 마을보건 지원활동가에 대한 안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모바일 비전센터의 아웃리치를 통해 안질환 환자를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환자에게 안경 지원 및 전원서비스, 3차 병원진료를 통한 치료와 수술을 지원했으며, 주민들에 대한 

안보건 인식증진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2019년은 3년간 진행된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으로 캄보디아 정부, 정부병원 및 비전센터 등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전센터가 운영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606명

안보건사업

보건인력 역량강화 

인식개선 

안질환 검사, 수술 및 
치료지원, 안경지원

405명

15,975회

캄보디아 
안보건체계  
및 역량강화

캄보디아에 사는 놉 모니(Nop Mony, 53세)씨는 해가 갈수록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니씨의 가족들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눈이 나빠지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

느 날 모니씨는 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지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모바

일 비전센터에 참여해 시력 검사와 기초 안검진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안경을 처방 받아 비전센터로의 전원서를 가지고 안경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니 잘 보여서 책도 보고 글도 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영수증을 읽어달라거나 대신 뭔가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어 너

무 좋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전센터를 꼭 

가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모니씨는 비전센터를 통해 받은 안경으로 삶이 변화하였다고 이야기

합니다. 안경 하나가 그의 삶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3,184명

25명

안경지원

검안 및 안경지원

방글라데시 가지뿔 지역의 5개 마을, 약 3천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검진 서비스를 실

시하여 굴절이상 환자에게 안경을 지원하고 안질환 환자에게 수술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실

명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사바지역에 설립된 한-방 친선병원의 지속가능한 병원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초등학교, 공장단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 및 비전센

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보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역에 있는 병원을 소아백내장 수술이 가능한 거점 병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현지 안과병원 소속의 안과 의사를 대상으로 소아백내장 수술 기술을 전수하고, 소아백내장 수술을 진

행했습니다. 부하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경캠프를 진행하여 굴절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

역주민들을 발굴하고 안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지역주민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안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한 수술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캠프는 우즈베키스탄 

뉴스를 통해 ‘보건 서비스를 받기 힘든 약 1천 명의 지역주민들이 안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

되어 더욱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질환 검진 및 수술지원

소아백내장 수술 및 
의료진 마스터 클라스

165명

894명

방글라데시 
안질환 예방 
및 치료 역량강화

우즈베키스탄  
안보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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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초등학생  
실명예방 지원

말라위 초등학교 아이들의 예방 가능한 실명을 방지하기 위해 마칭가 군 내의 146개 초등학교를 대상

으로 안과 스크리닝, 치료 서비스 및 안경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 및 보건소 인력

을 대상으로 기초 안검진 교육을 실시하여, 말라위 초등학생들의 안질환 예방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안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탄자니아 린디 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안과 스크리닝을 실시하였습니다. 안과 의료 인력의 검진에 따라 아이들에게 안경을 지원하였

고, 전문 안보건 인력의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 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166,820명

399명

안과치료 및 안경지원 

안과치료 및 안경지원 

초등학교 교사 및 보건소 인력 
기초 안검진 교육

기초 안검진

기초 안검진

4,870명

331명

421명

말라위
학교기반 안보건 증진

2019년 이해관계자 연례회의 개최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2차 레벨 중심의 안보건 체계 기능 및 역량강화사업

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 지부는 2019년 12월 13

일, ‘지속가능한 비전센터’라는 주제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 공유 및 비전센

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비롯하여 공공보

건 분야의 비전센터 성공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금번 연례회의에는 그간 각 보건단위에서 동 사업

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온 씨엠립 보건국장(Kros 

Sarath), 캄보디아 보건부의 국가 안보건 프로그

램 부위원장(Prof. Do seiha)을 비롯해 각 지역별 

보건행정 국장, 후송병원장, 비전센터 간호사 및 

자치위원회 관계자, 보건소장, 마을 리더 등 60여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

습니다. 

특히, 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 지부는 동 회의를 

통해 2016년 개소하여 적극적으로 운영지원해 온 

소니쿰, 앙코르첨, 끄럴란 비전센터를 각 후송병원

에 공식적으로 이양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각 후

송병원의 병원장을 중심으로 비전센터 자치위원

회와 공동으로 준비해온 차년도 비전센터 운영계

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연례회의의 의미를 더

하였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2017-2019년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안과서비

스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씨엠립 주의 

안보건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더불어 

15,767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안과 수술과 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참석자 등록

비전센터 자립 운영계획 발표

국가안보건프로그램 부의장 Prof. Do Seiha

씨엠립 보건국장 Dr. Kros Sarath

후송병원 3개소 비전센터 이양식

시엠립 안보건 공무원 및 의료진들



15개 마을

46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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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지역사회 기반  
식수위생개선

탄자니아
수인성질환 예방

말라위 마칭가 지역의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 식수 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시행하였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위생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위생행태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 인식 증진 활동 및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보건소 소재의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수인성 질

환 환자 발굴 및 처방 교육을 시행하여 수인성 질환 치료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식수·위생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식수위생개선사업

탄자니아 린디 지역의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보건소에 식수 및 위생 시설을 설치하

였습니다.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및 교사, 나아가 지역주민의 위생행태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활발

히 펼쳤으며, 특히 5세 미만 아동 주 양육자 대상 보건 위생 증진 교육 및 보건인력 수인성 질환 예방 관

리 교육을 통해 치료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식수. 위생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수인성 질환관리에 대한 책무성 및 주인의식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식수시설

위생시설

17개소

4개교

지역주민의 위생행태 개선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의
위생행태 개선

수인성질환 치료 및 
관리역량 강화

수인성질환 관리역량 강화

식수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

식수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

28,660명

12,418명

143명

27,478명

Clean Water for all

수인성질환 예방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기반의 위생행태 개선 활동 실시

하트-하트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

질병퇴치기금 지원을 통해 2019년 5월부터 탄자니

아 린디 주에서 수인성 질환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본 사업

은 린디 지역의 식수·위생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들

의 위생 행태를 개선하여 수인성 질환 예방에 기여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보건시설 기반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위

생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교와 보건시설 내 식수, 급

수 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

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생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근본적인 위생 행태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기반의 WASH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 기반의 SLTS(School Led Total Sanitation/학

교 주도 통합 위생 교육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의 자발적인 동기 유발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에까

지 위생 행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인

식증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SLTS 활성화를 위해 교내 보건클럽을 창단하여 학

생들이 위생교사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노래로 알

기 쉽게 만들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옹호 활동을 진

행하여 열악한 위생 환경을 알리고 개인 위생 행태

개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0월 22일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Global Handwashing Day Campaign』을 개

최하였습니다. 4개교 보건클럽 학생들이 직접 구성

한 노래와 춤, 연극을 시연하며 참가자와 관객 모두

가 위생 습관 개선 및 수인성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WASH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사회 기반의 주요 감염성 질환 

감시 및 예방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정기적인 WASH 이해관계자 기획, 조정 

회의를 통해 사업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1월 연례 WASH 포

럼 개최를 통해 금년도 사업성과 및 2020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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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사업 하트-하트재단은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과 후원문화 정

착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활동과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나눔에 대해 친근하고 가깝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

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눔캠페인 

온라인캠페인

22,456명

173,130명

216,104천원

61,89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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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캠페인

파란색은 자폐성 장애인이 선호하는 색으로, 세계 각국 명소에서 매

년 4월 2일 파란 불빛을 점등하는 Blue Light Up 캠페인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남산케이블카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 인식개선 캠페

인에 동참하고자, 케이블카에 파란빛을 밝히며 ‘블루하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

트라가 축하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 눈의 날(World Sight Day)’로, 실

명과 시력 장애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실명 예방

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안보건 실태를 알리기 

위해 즐기면서 나눔에 참여하는 저시력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여 나

눔 문화를 확산하고 눈의 소중함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시각장애아동 점자도서 지원을 위한 ‘하

트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서울랜드를 찾은 시민들은 하트베어 패키지 티켓을 통해 기부에 참

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가 기부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시

민들에게 소개하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소외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3년 그 시작을 알

린 하트베어 나눔트리 캠페인은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7년째 이어

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기업 임직원들이 하트-하트재단 나눔마

스코트인 ‘미니베어’로 직접 트리를 장식하며 나눔에 참여할 수 있

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연말 나눔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7,860명

1,300명

11,816명

600명

880명

여름방학을 맞아 아프리카 아동 교육 지원을 위해 ‘꿈을 그리는 크

레파스’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폐크

레파스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크레파스로 재탄생되

어 탄자니아 린디 지역 및 말라위 나미순두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전

달되었습니다. 즐거운 자원봉사를 통해 아프리카의 소외아동에 대

한 교육 실태를 알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4월 
블루하트 캠페인

5월 
하트나눔 캠페인 

12월 
나눔트리 캠페인 

8월 
꿈을 그리는 
크레파스 캠페인 

10월 
세계 눈의 날 캠페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으로 남산케이블카에서 진행된 

‘블루하트 캠페인’에서 최수종 친선대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최수종
친선대사

시각장애아동 점자도서 지원 캠페인

시각장애아동에게 점자도서를 지원하는 ‘특별한 도서’ 캠페

인 활동을 ‘막돼먹은 영애씨’ 김현숙 홍보대사와 함께 진행하

여 시각장애아동 도서 지원에 대한 참여를 높였습니다.

김현숙
친선대사

다문화가정 아동 신학기 지원 캠페인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들에게 새학기 책가방과 교복을 지

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에 조보

아 홍보대사가 함께 참여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을 함

께 응원했습니다.

조보아
홍보대사

나눔트리 캠페인

다문화가정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하트베어 나눔트리 캠페

인에 오윤아 홍보대사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캠페인을 통

해 모금된 후원금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오윤아
홍보대사

ARS 후원 캠페인

국내외 소외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ARS 후원 캠페

인에 손숙 자문위원이 목소리 기부를 통해 참여하였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하여 소외된 아동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숙
자문위원



32 332019 ANNUAL REPORT 함께 해주신 분들

네이버 해피빈,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 SKT 별별천사 등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국내외 소외아동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가난, 장애, 질병 등으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방송·지면캠페인    

온라인 미디어 캠페인

143,837명

29,293명  온라인캠페인

함께 해주신 분들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온율

(재)KPX문화재단

(재)마이다스행복재단

(재)포스코1퍼센트나눔재단

(주)다나젠

(주)대웅제약

(주)디티앤씨알오

(주)라까사웍스

(주)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주)바이오썬텍

(주)삼오제약

(주)세아홀딩스

(주)슈슈코스메틱

(주)스톰프뮤직

(주)시경

(주)신한은행

(주)써스테인라인비전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주)에이티넘파트너스

(주)엠비씨플레이비

(주)온누리시디앤디브이디  

(주)이츠크림

(주)시호비전

(주)카무르프라이빗에쿼티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e해법수학노원지사

Foundation  D'Entreprise

GS25 목동스위트점

IBK기업은행

KT희망나눔재단

LG U+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YTN라디오

강원명진학교

건국대학교 음악교육연구소

게스홀딩스코리아

경성어패럴 세바스찬

광주과학기술원

광화문 문화포럼

교보생명보험(주)

국립국악원 

국립서울맹학교

네이버

네이버 해피빈 재단

대검찰청

대문관세법인

대원제약(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정교회

라티오몰

록시땅코리아(유)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롯데첨단소재(주)

리더스바이오(주)

리후헬스케어(주)  

매일유업(주)

메디피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미래에셋대우

민트병원

부천세종병원

블리스싱어즈

삼성SDS(주)

삼성SDI(주)

삼일제약(주)

삼화페인트공업(주)

서울문화사

서울시립교향악단

선현문화나눔협회

성일정보고

세이브비전

순복음의정부교회

아가페코랄

에스앤엘파트너스

에스에이치벤처스(주)

에쓰-오일(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에이치비아시아퍼시픽(주)

예술의전당

우리금융그룹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이대초교파랑새  

이도커뮤니케이션즈

인제대학교 백병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카톨릭사회복지회 

일우건설(주)

좋은이웃교회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

충남대학교병원

케이디비생명보험(주)

코리아쉽인베스트(주)

큰은혜교회

한국삭도공업(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글과 컴퓨터

한미약품(주)

한불협회

한일개발(주)

행복담기(주)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혜원의료재단

홍천희망교회

화일약품㈜  

배우 소이현배우 최수종, 하희라 부부

가수 김규종

배우 오윤아

배우 김현숙

배우 조보아

가수 더원

배우 정다빈

배우 박하선

배우 한다민

미스코리아 박샤론

친선대사 홍보대사

2019 협력 및 후원기업

홍보사절단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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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자문위원

국내복지 

자문위원

이사

감사

국제개발협력사업 

자문위원 

나눔자문위원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창원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김상진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김주현   바이올리니스트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차세대 예술인

김지훈   장천아트홀 관장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관현악과 교수

김태자  前 세종솔로이스츠 이사장

김현숙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한국플루트협회 상임이사

박상연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박은성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명예교수

서경선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명예교수

서순정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성기선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신갑순  삶과 꿈 체임버오페라싱어즈 대표

손   숙    예술의전당 이사장, 연극배우 

 前 환경부 장관 

신현택   국립발레단 이사

 前 예술의전당 사장, 여성가족부 차관

안신영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

유영재  한세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유전식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특훈 교수

이옥경  서울옥션 대표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前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이사장

고화진  올림푸스 사회공헌팀 팀장

 

강   훈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김광희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사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신인숙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설립자

오지철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이사장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이장규  에어이노베이션 코리아 대표이사

최충림  주식회사 새한 대표이사

최헌규  前 다우키움증권그룹 부회장

황은혜  그레이스선교교회 담임목사

손민섭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장두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최원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종남  가족 및 아동 생태학 분야 박사

최연선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창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교수 

 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

김만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 

 대한안과학회 제19대 이사장

김성주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성형안과센터 교수 

 대한안성형학회 제 8대 회장

김성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김응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조교수 

김안과병원 사시센터 교수

신기철  건국대학교병원 안과 임상부교수

황정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Paul Douglas Courtright 

 킬리만자로지역 안과학센터 대표 

 케이프타운대학교 교수

강주리 

김지영 

김천애 

김혜수 

김혜숙 

남경우 

박선영 

박소영 

안영호 

원경애 

유연희 

유재연 

이시현 

정미선 

정방원 

조은숙 

한정학 

황원길

이사회&자문위원 *가나다 순 재정보고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보건복지부 등록),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외교부 등록)의 

2019년 재정운영 내역입니다. 하트-하트재단은 국내외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내·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전체 결산총액(단위: 천원)

세출내역

일반사업비 4,142,05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차년도준비금) 3,992,206

사무비 522,084

재산조성비(시설비) 83,109

합계 8,739,451

2019년 기부현황

개인 1,359명 280,960

단체 104단체 2,832,560

합계 3,113,520

세입내역

보조금수입 1,249,200

후원금수입 3,113,520

기타수입/잡수입 266,765

전년도이월금 4,109,966

합계 8,739,451

*후원물품  44,174천원 포함

일반사업비

국내사업 1,987,149

국제개발협력사업 1,866,451

나눔사업 277,996

교육훈련사업 10,456

합계 4,142,052

개인

단체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수입/잡수입

전년도이월금

일반사업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무비

재산조성비

국내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나눔사업

교육훈련사업

세입내역

8,739,451
천원

세출내역

8,739,451
천원

 일반사업비

4,142,052
천원

2019년 기부현황

3,113,52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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