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미 션 Mission Statement
하트하트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국내외
아동 및 가족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ased on love and compassion of Christianity,

Heart to Heart Foundation is serving children and families 

suffering from poverty, disabilities and diseases 

to empower them and to create "Living Together Society" for all.

핵심가치 Core Values

사랑 Love

존중 Respect

나눔 Sharing

더불어 사는 삶 Living Together

주요전략 Strategy

전문성 Professionalism

창의성 Creativity

미래지향 Future Oriented

투명성 Transparency

역량강화 Empowerment

독특성 Uniqueness

파트너쉽 구축 Organizing Partnership

하트하트재단



2011 Annual Report 03

2011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하트하트재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트하트재단은 올 한해도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복지사업에 주력하 습니다.

지난 10월 문화복지의 꿈을 향한 큰 발걸음이라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와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예술의 전당 합동연주가 있었습니다. 음악합주활동을 통한 소외계층의 사회

통합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엘 시스테마 운동과의 만남은 국가와 인종, 장애유무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감동을 선사하 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의 꾸준한 지원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의 음대

진학 등 전문음악교육의 문이 열리고 연주자로서의 활동가능성을 확인하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국내 아동개발사업으로는 전국 1000명의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저녁급식 제공은 물론 아동들의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합창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시력아동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보조기기 지원과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장학금 등의 특별지원도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1년은 저희 재단이 주력하고 있는 실명예방사업이 확산되는 한 해 습니다.

방 라데시에서는 안과 수술과 치료지원뿐 아니라 준전문안과인력 훈련센터(MLOP) 개원과 함께

지역인력의 역량강화에 역점을 둔 사업들을 진행하 습니다.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지역개발사업과 함께 꾸준한 현지 안과의료인력 양성과 수술캠프를 진행하여 저개발국가의 지속

가능한 실명예방의 발판을 마련하 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하트하트재단은 기업 및 미디어와 연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내외에 장애,

가난, 질병으로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나눔에의 참여를 유도하 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운 은

물론,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하트하트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Letter of Appreciation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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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Domestic Programs

Cultural Welfare

Heart to Heart Orchestra

Music Education

Child Development

Nutrition Program

Choir Club Support

Low Vision Program

Spe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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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rograms

Blindness Prevention

Infrastructure

Surgeries and Treatments

Empowerment

Commun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Nutrition Program

Environment Improvement

Solar Lamp Support

Advocacy

Public Awareness Campaigns 

Media Advocacy Activity

Online Activity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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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예술의 전당

하트하트재단은 장애, 빈곤 등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을 개발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문화복지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대중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운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의 탁월한 연주활동을 통하여 장애의 벽을 넘고 사회에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2006년에 창단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전문적인 합주연습과 큰 무대에서의 연주경험을 통하여

레퍼토리를 확대하 으며,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연주기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KBS 교향악단,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문화복지를 확산시켰고, 국내 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 습니다.

주요성과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KBS 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제16회 제주국제관악제 등 공연 총 2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사업 선정

■발달장애 단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외 음악대학 4명 입학



주요공연활동

제 6회 정기연주회 성남아트센터

■장애,비장애청소년 연합 공연으로 장애유무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되는 감동의 무대 선사

■서울애화학교(청각장애 특수학교),
구암초등학교(비장애 어린이합창단) 학생들과의
합동공연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예술의 전당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와 국내 유일의
합동공연 개최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는 가난와 폭력에 물든 청소년
들에게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국가적인 변화를 일으킨
엘 시스테마 운동의 대표 오케스트라

■소외 청소년의 사회통합이라는 동일한 비전을 가진
두 오케스트라의 뜻 깊은 공연

KBS 교향악단 합동연주회 KBS홀

■국내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인 KBS 교향악단과의
합동연주회

■KBS 클래식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국 실황중계

국제행사 초청공연

■제 16회 제주국제관악제, 제 20차 아시아지적장애인
대회 등의 국제적 행사에 초청 연주

전국 투어 콘서트

■부산, 울산, 순천, 광양, 당진 등 10여 개의 도시 순회
콘서트

기업 및 단체 초청연주

■S-Oil과 함께 하는 햇살 나눔 콘서트 연 6회

■현대 하이스코 초청공연 연 4회

■ 신세계 백화점 사랑나눔음악회 연 5회

■KBS 장애인동행선언식 축하공연

■한국중부발전 청렴윤리페스티발 초청공연

문화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비올리스트 용재오닐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의 만남

■KBS 교향악단,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합동무대 개최

■벨기에 하렐베케보르로이트 관악단, 독일
고텐하임브라스밴드 등 해외 유명 관악단과의 합주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좌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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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음악가들의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방문 ❶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님 ❷비올리스트 용재오닐님



발달장애 음악인재 양성
전문적인 교육과 연주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청소년의 음악적 재능을 개발하고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장애청소년들과 함께 실력을 겨루는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10여명의 발달
장애 청소년들이 음악대학의 학사과정을 수료하 습니다.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음악대학을 졸업한 청소년들로 앙상블을 구성하
습니다. 전문적인 연주활동을 하며 지금까지 타인에게 도움을 받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음악인 양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백석예술대학 음악학부, 삼육대학교 음악학과 등 4명 합격
■ 7명의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음악대학의 학사과정 수료 및 졸업
■경원대학교 음악콩쿠르 플루트부문 3등, 베누스토 전국학생 음악장학콩쿠르 관악부문 1등 등 총 7명 입상

음악 교육
■오디션을 통하여 12명의 새로운 발달장애 연주자 발굴
■현악, 금관, 색소폰, 플루트, 클라리넷 등 총 5개의 앙상블 연주단 구성 및 교육
■총 53명의 발달장애청소년에게 주 4회 체계적인 오케스트라 합주교육 실시

장학지원
■저소득 가정 발달장애청소년의 대학등록금 및 음악교육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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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청소년 전문음악교육

지난 3월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연습실을 방문하여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설명을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연주 수준이 매우 뛰어났

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잠시 쉬는 동안에 단원들의

모습은 락없는 일곱 살 아이들이었습니다. 단원들

의 순수한 모습에 저 역시 오랜만에 크게 웃고 마음

가득 행복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략-

앞으로도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음악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6회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축사 중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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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반바퀴를
돌아만난
특별한인연

2011년 10월 25일은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단원들
에게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나라도 인종도 다르지만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와 한 무대에
오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 오케스트라

음악 교육시스템인‘엘 시스테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엘 시스테마란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소외 청소년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우리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날 두 오케스트라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함께

연주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
니다. 연주가 끝나자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손수 준비해 온 목걸이를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단원들
에게 선물해 주었고 장애를 넘어선 뛰어난 연주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반짝이는아이눈빛,
음악이되찾아줬죠

동균이는 어릴 때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사람
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외의 다른 존재에 대해
일절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 다. 그러던 동균이가
플루트를 만나고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면서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략-
지난 10월 28일, 봉오리 졌던 꽃이 동균이의 스무

살 문턱에서 활짝 피어났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특별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동균이 어머니
은희 씨는“플루트를 시작하고 1년 후쯤, 예술의 전당

앞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그때 동균이가‘엄마,저 플루트
열심히 배워서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들어갈 거에요’
라고 말하는 거에요. 그때 동균이가 말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동균
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공부하며 지금
처럼 행복한 웃음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기사(2011.11.07) 중에서

김동균 단원은 2006년 하트하트오케스트라에 입단하면서부터 플루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좋아서 무대에 섰지만 꾸준한 합주교육과 연주활동, 큰 무대에서의 협연, 유명 음악가의 마스터클래스, 콩쿠르

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차츰 연주자로서의 목표가 생기고 눈에 띄게 연주 실력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 결과 김동균

단원은 발달장애인 최초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 으며 많은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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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개발사업을
실시하 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병원, 교회 등과 연계하여 급식, 교육·문화활동,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하 으며 다양한 기업과 미디어와의 협력으로 아동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 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빈곤과 가정해체 등으로 적절하게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을 위해 직접 조리한 양가 있는
저녁식사를 제공하 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 전라, 경상, 충북 소재 67개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했습니다. 

저녁 급식지원
■전국 67개 지역아동센터 1,000명 아동에게 주 5회
석식 제공

■구리청과 임직원과 하트하트재단 친선대사 하희라가
함께하는‘따뜻한 밥상’급식 지원

정서지원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희망강연, 공연관람 등의
문화체험, 기념파티 지원

물품지원
■ 생필품, 학용품, 의복, 도서 지원
■청정원과 함께 식료품 선물세트를 제작해 전달하는
‘나눌수록 맛있는 2011개의 행복’실시

소외아동 합창지원
빈곤과 가족해체, 사회의 무관심으로 위축되어 있는 전국
의 소외아동들에게 합창활동을 지원하여 정서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 으며, 또한 전국 규모의 합창대회
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 습니다. 

합창활동 지원
■전국 30개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 900명을 대상
으로 주 2회 합창교육 지원

■각 지역 음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카리나,
밴드활동 등 다양한 음악활동 지원

합창경연 개최
■전국을 강원, 전북, 충북 세 권역으로 나누어
30개 팀 총 700명이 참여한 합창대회 개최

■합창지도 전문가 연계를 통한 합창 지도법 강습

하트어린이합창페스티벌 개최
■각 권역별 3개 팀을 선발하여 9개 팀 총 200명이
참가한 합창 페스티벌 개최

■참가아동 대상으로 청와대 초청 방문 및 서울투어 등
문화활동 기회 제공

하트어린이합창페스티벌



따뜻한양식과
마음의보석을
전해준

‘하트어린이합창대회’

경제적인 어려움과 보호자의 부재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전국의 결식아동 50만명.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어린 나이에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아이들에게
하트하트재단에서 저녁급식을 지원하 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각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을 골고루 갖춘 저녁식사를 조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 습니다. 전북 순창의 풍산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신 이은 선생님께서는‘덕분에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크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일반 아이들의 키, 몸무게의 평균치에
못 미치던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이 놀랄만큼 자라주고 있습니다.’라고 말 하셨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급식지원과 함께 아동들이 합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식과 지도자 교육을 지원하 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합창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세워가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권역 별로 열린 합창대회에서 아이들은 난생 처음 큰 무대에 서는 떨리는 경험을 하며, 건강한 긴장감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늘 한 켠에서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이 큰 목소리와 예쁜 몸동작으로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에 젖어 들게 하 습니다.
지역 대회에서 입상한 아이들은 서울에서 열린 하트어린이합창페스티발에서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

보는 대도시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 진 아이들을 위해 하트하트재단은 청와대 방문과 미스터피자 도우쇼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도 제공하 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지원으로 따뜻한 양식을 주시고 거기다가 마음의 보석까지 심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트하트재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남 석곡지역: 석곡지역아동센터장 박미향

2011 Annual Repor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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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아동지원
수술과 안경 등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도 10cm 이내의 자 식별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저시력
인구가 국내에 25만 명이 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삶의 기회
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저시력 아동들에게 휴대용 독서확대기 및 탁상용 독서확대기를 지원
하여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독서확대기 지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저시력 아동현황조사 및 저시력 관련 네트워크 구축
■휴대용 독서확대기 100대, 탁상용 독서확대기 10대 지원

역량강화
■저시력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저시력 전문의 초빙 희망강연 실시

저시력아동 학습보조기기 전달식

저시력 장애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습과 독서다.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조차도 씨를 읽는 것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시력 아동들의 경우 어느 정도 시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원활히 받지

못하면 안마사나 침술가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중략-

2살 때부터 안경을 꼈던 박성희(20)씨에게도

학습과 독서는‘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일’

이었다. 선천적 미숙아 망막증으로 2급 시각

장애인인 박씨는 어릴 때부터 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가

되어야 간신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시력이

었지만 칠판 씨를 망원경으로 보면서 공부

하고, 돋보기로 책을 읽어 내려갔다. 학업에

대한 열의를 잃지 않았던 박씨는 올해 이화여대

특수교육과에 진학했다. 중학교 때부터 꿈이

었던 맹학교 특수교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

가고 있는 것이다. 박씨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

고3 때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에서 독서

확대기를 지원받은 덕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기사 중에서
(2011. 04. 18)

“책 읽기도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박성희(21세, 시각장애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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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가난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기 힘든 아동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미디어 연계를 통한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 으며,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사회에 통합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 습니다. 

의료지원
■심장병, 희귀난치병, 미숙아, 화상환아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지역별 전문병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캘러웨이, 제스프리 등 기업 협력과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로 지원 활성화

생계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주거환경개선비, 전기요금, 난방비 등 생계비 지원 및 생필품 지원
■KBS 라디오와 극동방송의 연중 모금방송을 통해 저소득 아동 생계비 지원 확대
■ 포털사이트에 아동 사례를 포스팅하여 모금 후원금 지원

교육지원
■새터민 청소년 장학금 지원

❶미숙아 의료비지원 ❷친선대사 최수종, 하희라 부부의 화상환아 지원금 전달식

태어난 곳이 어딘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 가족

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순지. 

두 살 때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발견된 순지는 열세 살이 될 때

까지 여러 시설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지적

장애 3급인 순지는 어릴 때부터 앓고 있는

간경화 때문에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체격도

작습니다. 복수로 인해 쉽게 숨이 차고 간수치

가 올라가 생사를 넘나들던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이나 겼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국내

아동개발사업의 일환인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순지의 간이식 수술을 지원하 습니다. 

순지는 이식 후 수술경과가 좋아 퇴원하여

현재는 이식 거부반응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

웠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건강하고

밝은 미소로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이식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아이 정순지(14세, 지적장애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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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초에 1명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명인구의 90%는
저개발국가에 살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로 대부분의 실명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국제실명예방기구
(IAPB)의 정회원으로서, 2020년까지 전세계 예방 가능한 실명을 제거하고자 하는 VISION 2020 캠페인에 동참하여
저개발국가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실명예방 및 안질환 치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 라데시 수술캠프

방 라데시
가지뿔 지역을 중심으로 안과서비스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실명예방을 위해 수술과 치료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 으며 안과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준전문안과
인력(MLOP) 훈련센터를 개소하여 교육을 실시하 습니다.
또한 한국의료진 현지 방문을 통한 수술캠프와 안과운
기술전수를 진행하 습니다. 

인프라 구축
■준전문안과인력(MLOP) 훈련센터 개소

안과진료서비스
■490명 백내장 및 안질환 수술, 5,563명 치료
■ 1,591명에 찾아가는 안과검진 서비스 실시
■초등학생 1,407명 시력검사, 비타민 제공 및
실명예방 교육

■한국의료진 파견 및 수술 캠프 실시

역량강화
■MLOP 훈련센터 현지 신입생 25명 교육 지원
■국내 안과전문의 및 간호사를 현지로 파견해 안과
운 체계 점검 및 개선

캄보디아
씨엠립 주 지역의 아동실명 예방을 위해 소아안과클리닉
을 건립하고 무료 수술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안건강 체계 확립을 위해 기초보건인력 및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실명예방교육을 진행하 습니다. 

인프라 구축
■앙코르아동병원 내 소아 안과 클리닉 건립
■안과장비 및 기자재 22종 설치

안과진료서비스
■씨엠립 주 아동 102명에게 백내장, 사시 등 수술 제공
■3,357명 아동에게 무료 안과 검진서비스 및 치료 제공

역량강화
■기초보건인력 63명 교육훈련 실시
■초등교사 75명 실명예방 교육 제공

옹호활동
■안질환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제고를 위한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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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탄자니아 안과수술의사 양성 ❷캄보디아 소아안과클리닉에서 진료받는 아동

탄자니아
탄자니아에 지부를 설립하고 음트와라와 린디 지역을 중심

으로 세계 실명의 주요원인이자 세계 7대 소외열대성질환

의 하나인 트라코마*퇴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의 SAFE 전략에 따라 수술지원, 항생제

보급 및 위생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트라코마 수술(Surgery)

■트라코마 수술캠프 193회 실시

■ 트라코마 수술 2,450명 및 기타 안질환 927명
진료 실시

■트라코마 수술 의료진 19명 교육훈련 실시

항생제 보급(Antibiotics Distribution)

■지방정부 항생제 보급 담당자 20명 교육

얼굴위생 관리(Facial Hygiene)
■음트와라 지역정부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과학수업에
트라코마 예방법 교육 편성

■232개 초등학교 과학교사에게 트라코마 예방법 교육
및 교재 8,000부 제작 및 보급

환경개선(Environmental Improvement)

■트라코마 예방 환경마련을 위한 WASH(WAter &
Sanitation, Hygiene) 포럼 2회 개최

■ 10개 초등학교, 78칸의 화장실 건립 및 2개교 빗물
받이 탱크 설치

■옹호활동을 위한 티셔츠, 에코백, 모자, 포스터
1890개 제작 및 배포

■안경테 1,800개 및 아동 렌즈구입비 지원



하트하트재단은개발도상국의빈민촌지역을중심으로교육, 급식, 식수및태양광램프지원사업등지역사회의필요에따라
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 습니다. 특히급식지원, 예체능교육, 보건위생교육등다양한
프로그램으로아동들의균형있는성장을지원하 습니다. 

급식 빵을 먹고 있는 필리핀 아동들

필리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4대 빈민촌 중 하나인 나보타스
시를 중심으로 학교 건립, 급식소 설치, 정수시설 개·보수
활동 및 긴급구호 활동 등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필요에
맞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협력하여 산로케 지역에
지구촌 희망학교 건립

■땅오스 지역 급식소 설치 및 지역아동 400명
주 5회 점심급식 제공

■뿔로 지역의 정수시설을 개·보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태풍피해지역 긴급구호 및 마을 재건사업 실시

몽골
만성적인 양부족으로 저체중, 발육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몽골 결식아동들의 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지원
하 습니다. 

■울란바타르 내 칭 테구 및 수흐바타르구 2개 지역
결식아동 150명에게 주4회 급식 지원

■지역아동 150명에게 연2회 보건위생 교육 및
위생용품 제공

태국
미얀마에서 태국 메솟으로 이주한 카렌족 학교인 베끌러
초등학교에서 기초교과교육과 예·체능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리더십 훈련과 교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
의 전인적인 성장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430명에게 기초교육 제공 및 방과 후 수업 실시

■태국어 교육과 모국어 교육, 전통놀이 등
문화활동 지원

■음악·체육 교육제공 및 합창,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지원

■35명에게 학생리더십 훈련 2회 제공

■교사역량강화 세미나 2회 실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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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램프 지원

“전기가 없어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이 곳에 태양광램프를 통해서 밝은 빛을 전해주는

일은 단지 빛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 소망을 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2011년 11월 필리핀 빈민촌 땅오스, 뿔로에서
하트하트재단 친선대사 봉사활동 중

“빛은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일” 연기자 최수종

태양광램프 지원사업
전 세계적으로 4명 중 1명은 전기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빛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경험합니다.

하트하트재단이 저개발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램프는 낮 동안

자연에서 오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여 충전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만으로 반 구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 없는 지역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인한 활동시간의 증가와 위험의 감소, 교육기회의 확대는

빈곤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빈곤

인구 감소를 위해 UN이 제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에

기여합니다.

하트하트재단은 미디어,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과 옹호활동을

통해 저개발국가에 태양광램프 보급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❶필리핀 희망학교 완공식 ❷태양광램프 선물 받는 방 라데시 아동



해마다 15만 명이 실명하는 나라 방 라데시. 그러나
1억5천만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안과전문의는 7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MLOP(준전문안과인력)는 안질환에 대한 간단한

처치와 약처방이 가능한 보건인력으로 안과전문의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의 실명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
입니다.
하트하트재단은 방 라데시 현지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실명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1년 8월
방 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 가지뿔에 MLOP훈련센터를
개원하 습니다. 
MLOP훈련센터의 제1기 입학식이 있던 날. 살구색

유니폼을 차려입은 25명의 MLOP훈련생들은 한국과
방 라데시 내빈들의 축사를 차례차례 들으며 방 라
데시의 밝은 미래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자신들의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기념촬 을 위해 새로
지은 MLOP훈련센터 건물 앞에 선 훈련생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설렘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은 어린 시절
부터 가졌던 꿈입니다. 성실하게 배워서 꼭 꿈을 이루
겠어요.”
1기 훈련생인 열 아홉 살 소녀 라트나는 커다란 두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MLOP훈련생들은 1년 간 기초보건 및 안과생리학,
병리학 등의 이론수업과 안과클리닉에서의 임상실습을
거친 후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하트하트재단이 방 라데시의 실명예방을 위하여

설립한 MLOP훈련센터는 방 라데시에서 외국 NGO가
세운 최초의 현지안과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방 라데시
실명예방을 향한 작지만 큰 발걸음입니다

준전문안과인력(MLOP) 훈련센터 2011.08.03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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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이다시찾아준
사랑하는내가족

아시아의힘찬발걸음

백내장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매일 목숨을 건 위험
속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던 아이스크림 장수 포닐 아저씨. 아저씨가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가난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두 딸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2011년 7월, 포닐 아저씨는 하트하트재단 수술캠프에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후 아이스
크림 장사도 활기를 찾았고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공장 한 구석에 살던 아저씨는 월세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외할머니 댁 맡겨두었던 7살 큰 딸 피앙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사랑스런 딸을 학교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딸을 꼭 안고 있는 포닐 아저씨의 미소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포닐 아저씨의 다음 희망은 둘째 딸도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도 머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딸들은 저의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한국 의사들의 손이 나를 살렸
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탄자니아 음트와라 지역에 살고 있는 7살 소녀 아시아(Asia)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아야 할 나이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아백내장과 트라코마 때문에 바로 5m 앞에
있는 손가락 개수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흐릿하게
보 기 때문입니다. 
트라코마는 병원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서 눈으로 파리가

이동을 하면서 질병을 옮기는 전염병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항생제
를 복용하면 충분히 예방가능하며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입니다. 하지만 평생 의료혜택과 위생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아시아
부모는 파리들이 집 안에 들끓고 아이들의 눈에 앉아 눈물샘을 핥고
있어도 파리들을 좇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시아의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두 동생까지 트라코마로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가난
으로 수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1년 5월 31일, 아시아와 그 가족들은 하트하트재단의 수술

캠프를 통해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아시아는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도, 칠판의 씨도 뚜렷하게 잘 볼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네 가족에게 수술캠프는 밝은 눈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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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김규종과 함께 한‘천사, 빛을 나누다’캠페인

인식개선캠페인
다양한 형태의 공연 및 캠페인을 통하여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대중의 인지를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 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식개선콘서트 및
언론매체와 연계한 캠페인을 실시하 습니다.

■기업 및 단체의 인식개선콘서트 연 30회 이상 실시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문화복지의 꿈’기획캠페인
전개

태양광램프 캠페인
전기시설이 없는 저개발국가 소외지역 태양광램프 보급
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중의 자발적인 후원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 습니다.

■엔제리너스 전국 470개 매장과 함께 하는
‘천사 빛을 나누다’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한 연중 캠페인‘Heart for Light’로
후원 모금 및 지원

소외아동지원 캠페인
국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단체, 미디어를 통해 일반인의 참여와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는 활동을 전개 하 습니다.

■야구선수 박찬호와 LG 타운젠트가 함께하는
‘따뜻한 밥상’

■청정원과 함께 하는‘나눌수록 맛있는 2011개의 행복’

■S-OIL ‘주먹밥 데이’

■KBS 나눔대축제‘주먹밥 데이’캠페인

“저녁만 되면 깜깜해져서 공부도 하지 못 하고 일도 하지 못 하는 불편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태양광램프 지원 캠페인이라 더욱 더 의미가 있고, 이 빛이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엔제리너스와 함께 한‘천사, 빛을 나누다’태양광램프 보내기 캠페인 협약식에서

‘천사, 빛을 나누다.’ 홍보대사 오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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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옹호활동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신문매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저개발국가 태양광램프 보내기, 국내
결식아동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하
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제주국제관악제 편’
■나눔대축제
‘7살 수빈이의 병상일기’, ‘띤자카이, 희망을 전하다’
■생방송 오늘‘필리핀에 전하고 온 희망’
■9시 뉴스‘장애 딛고 감동의 선율’

MBC
■나누면 행복‘방 라데시, MLOP 센터 방문’

SBS
■생활경제뉴스‘따뜻한 2011개의 행복’

CGN TV
■독수리 오형제‘빛으로 세상에’
■따뜻한 세상만들기‘허그’캠페인

TV 조선
■9시 뉴스‘하트하트오케스트라’

KBS Radio
■라디오 전국일주‘사랑나눔, 희망 드림’연중 모금방송

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꽃들에게 희망을’연중 모금방송

온라인 활동
SNS 캠페인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하여 대중이 국내외
소외계층 아동 및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 으며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능나눔, 기부 등 나눔 문화를 확산하 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고 후원모금을 진행함으로 나눔
문화 확산

■G-market ‘100원의 기적’온라인 모금

■SKT ‘T- Together’온라인 모금

출판물 발간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자료집, 실명

예방사업 자료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 습니다.

❶KBS1 9시 뉴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공연 보도 ❷친선대사 하희라와 함께 하는‘따뜻한 밥상’급식지원



“나눔이희망을만들다”

KBS나눔대축제에서 하트하트재단이 지원한
해외 소외아동과 국내 화상환아 사례가 방 되었
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난 아이는 태국 매솟에 사는

13세 미얀마 소녀 띤자카이..
띤자카이는 어린 다섯 동생들을 돌보는 엄마와

얼마 전 눈을 다친 아빠를 대신해서 엄청난 악취와
뜨거운 땡볕 속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척이며 하루
종일 비닐, 캔 등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띤자카이의 집은 땅거미가

진 후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서 띤자카이에게 밤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아이의 가정에 태양광 램프를

선물하 고, 띤자카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미얀마
에서 태국으로 이주한 난민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연간 총 5천 만원을 지원하 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아이는 화상환아 수빈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로 힘들어 하는 수빈이를

위한 깜짝 이벤트, 희망나눔 콘서트.
사랑을 실천하는 하트하트재단 친선대사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화상환아들과 저소득 가정 어린이
백여 명에게 희망나눔콘서트를 선물했습니다. 
하희라 씨의 노래 선물에 이은 마술사 이은결

씨의 멋진 마술쇼!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마술쇼를 관람하면서

아프리카로 여행도 떠나 보고, 공중에 떠보기도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 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해 무표정했던 수빈이의 얼굴에도 아름다운 미소
가 번졌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수빈이와 같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약 1억 6천 2백 만원을 지원하 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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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send my warmest thanks to those who have shown much love and support for

Heart to Heart Foundation in the past year. We have made exceptional efforts in carrying out

more creative and specialized welfare project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year of 2011 was a significant milestone for our cultural welfare program. Last October,

Heart to Heart Orchestra had an unforgettable joint concert with Caracas Symphony Youth

Orchestra of the El Sistema movement in Venezuela. At the performance, we experienced that

everyone was integrated as one through music transcending nationality, race, and disability. In

addition, we were able to see possibility for the youth with disabilities to become professional

musicians as a result of 6 years of consistent support for music education.

Our blindness prevention programs were also greatly expanded in 2011. We carried out

support program for low vision children domestically in coopera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We have been carrying out surgery camps and local empowerment programs

for blindness prevention as well a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 Africa and Southeast

Asia. In Bangladesh, we not only provided surgical treatment but also established a Mid-Level

Ophthalmic Personnel (MLOP) Training Center to empower local medical personnel for

sustainable and independent blindness prevention program.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made all these things

possible. Heart to Heart Foundation promises to work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

well as to become close friends with underprivileged neighbors all over the world. Our Annual

Report will give you a more detailed picture of all the hard work we have put into our mission. 

Thank you very much. 

Letter of Appreciation

Chairman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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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th Annual Concert Sungnam Arts Center

Heart to Heart Foundation offers cultural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being neglected due to
disabilities and poverty. Through cultural welfare programs of Heart to Heart, they take a step
forward to society and become self- confident. Furthermore, they are playing active roles in raising
public awareness on disadvantaged people so that those people can be regarded as valuable
members of our society. 

Cultural Welfare

Domestic Programs

Heart to Heart Orchestra
Heart to Heart Orchestra is the first orchestra of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founded in 2006. 
The orchestra bears a vision of the youth being
integrated into society by music. In 2011, the orchestra
developed its musical skills immensely and performed
wi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leading orchestras. 
Also, its network for cultural welfare was broadened by
active collaborations with renowned classical
musicians. The orchestra was awarded the Ministerial
Award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redited with
promoting cultur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y.

Major Performances

The 6th Annual Concert  Sungnam Arts Center

Accompanied performance with children’s choir with hearing
impairment and non-disabled children’s choir

Joint concert with Caracas Symphony Youth Orchestra
Seoul Arts Center

Performed with Caracas Symphony Youth Orchestra, which
represents the El Sistema Movement, the nationwide musical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living in violent and poor
environment in Venezuela

Joint concert with the KBS Symphony Orchestra  KBS Hall

Performed with Korea’s most renowned orchestra, KBS Symphony
Orchestra and broadcasted live nationwide by KBS FM Radio

International festival invitations

■ The 16th Annual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 The 20th Asian Conference on Intellectual Disabilities

Corporate-sponsored concerts

■ S-OIL Corporation sponsored Sunshine Concerts

■ Shinsegae Department Store sponsored Love Concerts

■ Hyundai Hysco invitational concerts 

■ Invited to KBS∗Concert for Living with People with Disability

■ Participated in Clean Ethics Festival of Korea Midland Power Co.
Ltd.

Network for Cultural Welfare
■ Collaborations with Violinist Kyung-hwa Jung and Violist YongJae

O’Neil

■ Meetings with internationally acclaimed bands such as Belgium
Symphonic Band Harelbeke Vooruit and the German band,
Gottenheim Blasmusikkapelle 

Developmental Disability _ refers to a group of developmental conditions that involve
delayed or impaired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behaviors, and cognitive skills. It
includes Autism, Asperger syndrome, Rett syndrome and 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CDD).

KBS_ Korean Broad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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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rch 2011, I met the musicians of Heart to Heart Orchestra during

their rehearsal. Although I was informed about their disabilities in

advance, I was impressed by the orchestra’s extraordinary level of

musical performance. Not only that but I was also moved by the

member’s innocence and their almost child-like genuine hearts. I have

very fond memory of that day and our meeting has held a special place

in my heart.

It is hard to imagine how difficult it must have been for those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learn to play together and

achieve such an amazing level of musical performance. I am sure there

have been huge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many people to

shape Heart to Heart Orchestra to this day.

I hope Heart to Heart Orchestra will continue to bring hopeful

messages of “Living Together” to the world through music.

Excerpts from congratulatory message for the 6th Annual Concert 

Violinist Kyung Hwa Chung

❶Joint concert with Caracas Symphony Youth Orchestra Seoul Arts Center ❷Wind ensemble performance

Music Education for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eart to Heart has been supporting musical instrument
lessons to help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promote their musical talents. We encourage them to
enter musical competitions and to go to college of
music so that they can flourish as classical musicians.
Through regular auditions, we are continually
discovering talented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providing them with music education and
scholarships.

Music Education
■ Discovered 12 new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 Created 5 ensembles of string, brass, saxophone, flute, and
clarinet

■ Classical music training for 53 members 4 times a week

Professional Training
■ 4 students were newly accepted into college of music and

7 students have graduated

Awards in Music Competitions
■ 7 awards in music competitions in 2011 in total

■ 3rd place in Music Competition of Kyungwon University (Flute)

■ 1st place in Venusto Music Competition (Wind Instrument) 

Scholarship Program
■ Supports for college tuition and individual music lesson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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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Choir Festival

Heart to Heart provided a range of interventions tailored to children’s needs in collaboration with
schools, hospitals and child care centers. We broadened our network for domestic welfare to
facilitate the children’s development, in partnership with our goodwill ambassadors, corporations
and media. 

Child Development

Domestic Programs

Nutrition Program
Fresh cooked meals were distributed to children from
low-income households at 67 child care centers
nationwide and also Heart to Heart hosted various
events to support the children’s emotional stability.

■ Supplied dinner on weekdays for 1000 children through 67 child

care centers nationwide

■ Cultural events and seminars with Goodwill Ambassadors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 Aid for daily necessities, clothing, food and books

■ Delivered food gift sets with Daesang Corporation

Choir Club Support
Through support for choir club activities, Heart to Heart
strived toward well-rounded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low-income households. Children gained self-
confidence and sense of achievement by participating
in choir competitions and Heart Choir Festival.

Choir Club Activities
■ Supported choir training for 900 children through 30 child care

centers nationwide

■ Provided various music instrument activities utilizing regional

music networks

Choir Competitions
■ Divided 6 provinces into 3 regions and opened regional

competitions for 700 children from 30 teams

■ Trainings by professional choir conductors

Heart Choir Festival 
■ Hosted ‘Heart Choir Festival’ for 200 children from 9 teams chosen

by regional competitions 

■ Operated 3 day cultural experience program and Seoul tour

during th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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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Vision∗Program
To broaden low-vision children’s educational opportunities, Heart to Heart delivered
portable reading magnifiers and desktop reading magnifiers for children. In addition,
we organized empowering programs for low-vision children.

■ Conducted research on low- vision statistics in Korea and established low-vision network
■ Provided 100 portable reading magnifiers (14x) and 10 desktop reading magnifiers (62x)
■ Mentoring program for low-vision children
■ Support seminar led by Ophthalmology Advisory Committee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Special Support
In cooperation with corporate partners and media, Heart to Heart provided medical,
living, and educational expenses for children suffering from poverty, sudden illness and
accident. Particularly, we offered scholarships for North Korean youth refugees so that
they can continue their studies and b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society.

Medical Support
■ Provided medical expenses for children with rare and incurable disease with support of Callaway Golf

Company

■ Sponsored medical assistance for premature infants with Zespri Group

■ Operated fundraising campaigns for children with burnt injuries on online shopping site, G-market

Living Support
■ Hosted yearlong weekly fundraising shows on KBS Radio and FEBC∗Radio 

■ Supported expenses for housing, heating and electricity for low-income households

Educational Support
■ Scholarship for North Korean youth refugees

Low-vision is a condition where one is unable to read further than a distance of 10 cm
with less than 0.3 of maximum corrected eyesight, lower than 30 of vision narrowness. A
low-vision individual has partial sight but has tremendous limitation in daily life activities.

FEBC _ Far East Broadcasting Corporation

❶A premature infant in an incubator  ❷A low vision child, studying with a reading magn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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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of MLOP Training Center in Gazipur, Bangladesh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every 5 seconds, 1 person becomes blind.
About 90% of the world’s visually impaired live in developing countries. Heart to Heart joined the
VISION 2020 Campaign which works for eliminating avoidable blindness by the year 2020.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 (IAPB), we have been
carrying out projects for blindness prevention by surgical intervention and medical professional
training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Blindness Prevention

International Programs

Bangladesh
By offering constant services for eye surgery and
treatment, Heart to Heart continues blindness
prevention program for local residents in Bangladesh.
In 2011, we established Mid-Level Ophthalmic
Personnel (MLOP) Training Center in Gazipur region
and supported education program to empower local
eye care workers.

Eye Care Services 
■ Cataract and other eye surgeries for 490 Gazipur residents

■ Ophthalmic treatment for 5563 patients

■ Home visits for 1,591 residents in 12 regions

■ Provided education on blindness prevention, vitamins and

eye care services for 1,407 elementary school students

■ Surgery camps with medical outreach teams from Korea 

Empowerment
■ Provided support for educating 25 local MLOP students

■ Training session on ophthalmic operating systems by Korean

ophthalmologists and nurses

Cambodia
Striving to eliminate the primary cause of pediatric
blindness, Heart to Heart launched an eye clinic for
children to provide pediatric cataract surgery. We are
providing education on blindness prevention and
training for local ophthalmic personnel.

Infrastructure
■ Built a pediatric eye clinic with surgical rooms in Angkor Hospital

for Children 

■ Installed 22 ophthalmic equipments in the eye clinic

Ophthalmology Services
■ Cataract and strabismus surgery for 102 children in Siem Reap

region

■ Free eye screening services and treatments for 3,357 children 

Empowerment
■ Trained 63 basic health care workers

■ Educated 75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blindness prevention

Advocacy
■ Distributed pamphlets and posters to increase local residents’

awareness on ey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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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The completion ceremony of school latrines in Tanzania  ❷Surgery camp in Cambodia

Tanzania
Heart to Heart is utilizing the SAFE Strategy of WHO to
eradicate trachoma∗, one of the world’s leading cause of
blindness. Through our branch office in Tanzania, we
supported trachoma surgery, blindness prevention
education, advocacy activit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in Mtwara and Lindi regions.

SAFE Strategy
Surgery
■ Hosted 193 surgery camps 

■ Trachoma surgery for 2,450 residents 

■ Offered treatments for 927 residents with other eye diseases

■ Trained 19 local ophthalmologists on trachoma surgery

Antibiotics Distribution
■ Trained 20 local government antibiotics distribution coordinators

Facial Hygiene
■ In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 Heart to Heart trained

232 school teachers on prevention of trachoma as part of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 Created and distributed 8,000 education materials on trachoma
preven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 Hosted 2 WASH (WAter & Sanitation, Hygiene) Forums on

establishing an environment for trachoma prevention

■ Built 78 latrines at 10 elementary schools and installed
2 rainwater tanks 

■ Developed materials for advocacy and distributed T-shirts,
eco bags, hats, and posters

■ Supported 1,800 eyeglass frames and expenses for lenses

Asia, a seven year-old girl living in Mtwara in Tanzania had congenital cataract and trachoma. She was

gradually losing her sight and couldn’t go to school. Even worse, her entire family was suffering from

trachoma, an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her father was almost blind by trachoma and cataract and

couldn’t do anything for living. Although cataract can be removed by a 15-minute operation, the family

couldn’t afford the expenses for the surgery.

On May 31st 2011, Asia was invited to a surgery camp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and received cataract

surgery. Also, Asia’s father benefited from the camp by receiving the cataract and trachoma surgeries.

Now, Asia can see things clearly even 5 meters away. What she was given by the surgery were not only

brighter eyes, but also a brighter future and dream.

Asia’s Story

Trachoma is chronic and infectious keratoconjunctivitis caused by Chlamydia trachomatis that leads to severe optical impairment and blindness. It prevails in poor hygiene conditions in
tropical regions, but it is mostly preventable by improving environment and taking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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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oon Won, our goodwill ambassador is distributing bread in the Philippines

Heart to Heart is operating inclusiv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to guarantee basic right
of education for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To ensure the children’s well-rounded
development, Heart to Heart built a school, provided nutrition support, and offered diverse
education programs.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Philippines
In densely populated and underdeveloped areas in
Navotas city in the Philippines, Heart to Heart carried
out holistic development programs which include
building a school, improving living conditions and
nutrition support for children.

■ Built Daum Hope School in San Roque School with Daum
Communications

■ Established a meal service facility in the Tangos region in
cooperation with Navotas city government and deliver daily
lunch meals to 400 local children

■ Installed and renovated water purification facility in Pulo region

■ Supplied emergency relief aid to hurricane disaster areas

Mongolia
Heart to Heart delivered assistance for health
promotion and nutrition improvement among children
in Mongolia suffering from chronic malnutrition.

■ Daily lunch for 150 children in Sukhbaatar and Chingeltei districts
in Ulaan Baatar

■ Biannual health and hygiene education for 150 local children

■ Distributed sanitary kits to children

Thailand
Providing elementary school education and various
education programs in Bwe K’lar School, Heart to Heart
continues supporting Myanmar refugee children in Mae
Sot region in Thailand. The student leadership training
for the children enhances their well-rounded
development and strengthens identities.

■ Elementary education for 430 students

■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on Thailand and Myanmar

■ Musical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 Biannual student leadership trainings for 35 students  

■ Biannual teacher empowerment seminars 

Intern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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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Hyun Sook Kim, our goodwill ambassador in Mae Sot, Thailand  ❷Solar lamp support in the Philippines

In Navotas City, 80% of people live below the

poverty line. Although our first priority is education,

there are not enough classrooms for children. They

don’t consume much time at school because they

have to do two to three shift school system and 60-

70 children have to share one classroom.

Thanks to Daum Communication and Heart to Heart

Foundation, the children in San Roque school do

not need to do three shift any more. What you have

given to them was not only classrooms, but also

hope. The thing that people from different

nationality comes to help them is a big boost for the

children.

-Mr. John Reynard Tiangco, Mayor of Navotas City

Utang na loob: ‘A favored person’s heart’ in Tagalog

Solar Lamp Project
One out of every four people does not have access to electricity

worldwide. Due to lack of electricity, they are exposed to safety

hazard and illness in everyday life. Moreover, they are deprived of

proper amount of time for living or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increase educational

opportunities, Heart to Heart distributes solar lamps to communities

with no electricity in developing countries. Solar lamps utilize natural

energy to charge during daytime can be used semi-permanently by

just replacing batteries. Thus they are efficient and eco-friendly

solutions for those communities.

Lights make radical change in beneficiaries’ lives. First and foremost,

increased hours of activities for living and studying yield hope for

better future. In addition, decreased usage of fossil fuel can alleviate

risk of respiratory diseases and fire outbreaks. It ultimately

contributes to poverty reduction, one of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Heart to Heart is holding various campaigns and activities in

partnerships with media, corporations to raise awareness of public on

solar lamp project for regions without electricity worldwide.

Solar Lamp Support

Distributed 1,238 lamps for 6,190 people in 16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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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dvocacy 

Public Awareness Campaigns
Heart to Heart carried out various concerts and campaigns in order to encourage

the public to recognize underprivileged population’s needs and to take par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lfare programs for them.

Public Awareness Campaign on Disability 

Heart to Heart Orchestra advocated the need of cultur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y through

various performances including the joint concert with Caracas Symphony Youth Orchestra, and

campaigns and symposium, ‘Dream of Cultural Welfare’ with major newspaper, Chosun Ilbo.

Solar Lamp Campaign

In order to inform the public of the need to supply solar lamps to remote areas without electricity in

developing countries, Heart to Heart undertook a variety of online/offline campaigns. 

■ ‘Angel, Shares the Light’ campaign with Angel-in-us Coffee Corporation

■ ‘Heart for Light’ yearlong online fundraising campaign on the foundation’s website.

Campaigns for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By campaigns with corporations and media, Heart to Heart encouraged the public to engage in

supporting for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 ‘Warm Meal’ campaigns with various corporate partners and Chan-Ho Park, the baseball player

■ Delivered food kits for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with Daesa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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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dvocacy Activity
Through major TV broadcasting network and newspapers, Heart to Heart has been
promoting public awarenes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lfare issues for neglected
populations all over the world.

■ ‘Heart to Heart Orchestra,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 KBS [Good Morning Korea]

■ ‘Seven Year Old Soobin’s Bedside Diary’, ‘Delivering Hope to Tinjakai’ - KBS [Sharing Festival]

■ ‘Hope, Delivered to the Philippines’ - KBS [On-Air Today]

■ ‘MLOP Center Visit in Bangladesh’ - MBC∗[Sharing is Happiness]

■ ‘2011 Warm Happiness’ - SBS∗[Life & Business News]

■ ‘Light to the World’ - CGNTV∗[Five Eagle Brothers]

■ ‘Heart to Heart Orchestra’ - TV Chosun [9 o’clock News]

■ ‘Dream of Cultural Welfare’ - Chosun Ilbo [Better Future]

■ ‘HUG’ broadcasted fundraising programs on CGN TV

■ ‘Sharing Love, Giving Hope’ yearlong fundraising show on KBS Radio

■ ‘Hopes for Flowers’ yearlong fundraising show on FEBC Radio

Online Activity
Heart to Heart established a culture of sharing and talent donation through SNS and
online campaigns, including Facebook and Twitter.

■ ‘Making Miracle with 1 Cent’ online campaign with online shopping site, G-market

■ ‘T- Together’ online campaign with SK Telecom Corporation

Publications
In order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or in poverty, Heart to
Heart published and distributed brochures on Heart to Heart Orchestra and blindness
prevention.

CGN TV_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MBC_ Munhwa Broadcasting Company

SBS_ Seoul Broadcasting System

❶‘Heart for Light’campaign on website
❷CGN TV ‘HUG’campaign with Miss Korea Sharon Park  
❸A child is hanging a supporting letter on a tree at KBS Sharing Festival



Heart to Heart Orchestra

Music rejuvenated my child’s eyes 
- Dongkyun Kim (20, Developmentally Disabled) 

I’ve got a new opportunity to fulfill my dream 
- Sunghee Park (21, Visually Impaired)

When Dongkyun was little, he was diagnosed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He wouldn’t make eye contact with

anyone and wasn’t interested in anything other than himself.

However, he had dramatically changed since he started learning

the flute and becoming a member of the Heart to Heart Orchestra.

In October 2011, Dongkyun’s life changed tremendously once

again. He was accepted into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music schools at the Seoul Arts

Center. Dongkyun’s mom, Eunhee, said that “About a year after

Dongkyun started to play the flute, we walked past the Seoul Arts

Center. At that moment, Dongkyun said ‘Mom, I’m going to

practice the flute really hard and go to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You wouldn’t believe how surprised I was that

his dream actually came true. I’ve never imagined that this could

happen.”

-Excerpts from Chosun Ilbo [Better Future] November 7th, 2011

Low Vision Program

Low vision population’s the biggest obstacles are reading and

learning. This is because even those who do not have problems

with daily activities find reading to be a significant burden.

Particularly, low vision children who do not receive proper

education end up choosing their profession within a limited range,

such as a masseuse or an acupuncturist, despite their residual

vision. 

Sunghee Park was born prematurely with retinopathy, but she

always loved to read and write. She would have to bump into

people before she could see them but she used binoculars to see

the whiteboard and magnifiers to read books. Sunghee did not give

up on her education, and she was accepted into Ewha Woman’s

University and major in Special Education in 2011. Sunghee is

taking one step at a time to fulfill her dream to become a special

education teacher for the blind. Sunghee said the reading

magnifier support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played a big role in

her studies.                                    

-Excerpts from Chosun Ilbo [Better future] April 8t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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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angladesh, there are only 700 ophthalmologists

for 150 million populations even though 150,000

people go blind every year.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joined VISION 2020 Campaign, which co-

hosted by WHO and 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 (IAPB) to lower blindness

rate.

Mid-Level Ophthalmic Personnel (MLOP) is health

worker who can operate simple ophthalmic

treatment and medicine prescription. They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lack

professional ophthalmologists.

Heart to Heart Foundation established a MLOP

training center in Gazipur region to build sustainable

infrastructure for preventing blindness and

empowering local personnel in Bangladesh.

On the day of the orientation, 25 MLOP trainees in

peach colored uniforms attended and showed their

expectations and hopes.

“I’ve been dreaming of taking care of patients in

hospital. I will do my best to make my dream come

true.”
Ratna, a new student said with sparkling eyes.

The trainees will go through course works including

subjects of basic health, ophthalmic physiology and

pathology and clinical internship for one year to

complete the whole course and get certificate.

The MLOP training center is the very first local

ophthalmic personnel training institute established

by foreign NGO in Bangladesh.

MLOP Training Center in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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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ness Prevention Program 



History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설립
•소외아동지원사업 시작

•하트하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

•하트하트 어린이집 개원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 시작

•의료비 지원사업 시작

•발달장애아동 사회성향상센터 개원

•인공와우 지원사업 시작

•발달장애 청소년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창단
•해외복지사업 시작
•시력회복사업 시작

•시각장애인 하트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창단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미주 초청공연
•사단법인 하트하트인터내셔널 설립
•해외 실명예방사업 시작

•아프리카 지원사업 시작
•국내 시력회복 지원사업 시작
•방 라데시 꼬람똘라 안과클리닉 개원

•방 라데시 안과 전문인력(MLOP) 훈련센터 건립
•태양광 램프 지원사업 시작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중국 순회공연
•국제실명예방기구(IAPB) 정회원 가입
•아이티 긴급구호 지원 실시

1988

1991

1992

1994

2000

2001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Established Heart to Heart Foundation
•Started supporting program for neglected children

•Founded and operated Heart to Heart Community Center

•Started Heart to Heart Day Care Center

•Initiated programs for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tarted medical expense support program

•Established Center of Social Development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itiated cochlear implant project

•Established Heart to Heart Orchestra for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Launched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Started blindness prevention program

•Established Heart to Heart Chamber Orchestra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Heart to Heart Orchestra U.S.A. Concert Tour
•Established Heart to Heart International
•Launched international blindness prevention programs

•Launched international programs in Africa
•Initiated domestic blindness prevention projects
•Opened Ophthalmology Center in Bangladesh

•Mid-Level Ophthalmic Personnel (MLOP) Training Center
in Bangladesh

•Launched solar lamp project
•Heart to Heart Orchestra China Tour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Prevention

of Blindness (IAPB)
•Emergency relief aid for Haiti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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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KRW in thousands)

(KRW in thousands)

(KRW in thousands)

(단위 : 천원)

사업비 Program payments 6,250,034

시설운 비 Management 811,341

잡지출 Miscellaneous expenditure 3,261

이월금 Carry-over 386,64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금 Carry-over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5,327,089

계 Total 12,778,372

보조금수입 Grants 481,257

후원금수입 Donations 1,014,668

잡수입 Others 429,238

전년도이월금 Carry-over of previous year 161,95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10,691,251

계 Total 12,778,373

세출내역 Expenses

개인 Individuals 15,188명
15,188 individuals 370,631

단체 Organizations 61단체
61 organizations 644,099

계 Total 1,014,730

물품후원 Donations-in kind 7기업
7 corporations 79,904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
Cash Donations

(단위 : 천원)
2011 기부현황 Donations



Partners and Supporters

38

㈜까사미아
공씨네 주먹밥
구리청과 주식회사
네이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상㈜
㈜더나은미래
도미노피자 수원삼성점
동남회계법인 주식회사
러브앤위시 주식회사

㈜롯데리아
㈜미래센서
미스터피자
산에이인터내셔널
소디움파트너스
세일해운
㈜시경
㈜신세계 본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에이피엘
에이티넘 파트너스

엔제리너스
우인실업㈜
㈜유니네오
원플러스텔레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이베이코리아
자이소떡집
제스프리
제일모직 본사
주식회사 미래클주
주식회사 유니네오

(사)지아이씨
코엔엔터테인먼트
㈜콘텐츠펙토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캘러웨이골프(유)
㈜한양
㈜한일공업
한일산업
헨디인터네셔널

현대하이스코㈜
화이텐 코리아
B2M엔터테인먼트
FWS투자자문주식회사
Global Image Care
G-market
GS25 목동스위트점
LG전자정보전략팀
LG타운젠트
S오일나눔
S&H엔터테인먼트
SK텔레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동순복음교회
남포교회 권사회
리브컴추진단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번 로감리교회
부산성모병원
부산신흥교회

부산하나병원
사랑의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꿈장학재단
서울마주협회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세계실명예방기구(IAPB)      
소양지역아동센터

송파구청
수 로교회
스톰프 뮤직
신흥교회
아동교회
안산평촌교회
안양감리교회
온누리교회
은성교회

이우회
이화여고동문
재단법인행복아
재단법인KPX문화재단
제주국제관악제
진광교회
천안성결교회
크레디아
큰은혜교회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메세나협의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은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항주디아스포라
KBS 동행선언식

강원일보
국민일보
극동방송

문화일보
제주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CBS

CGNTV

CTS 

KBS

MBC

SBS

TV조선

기업 Corporations

마술사 이은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 사진작가 조준, 최도진
아나운서 김동건, 장유례, 차유주, 야구선수 박찬호, 봉중근, 음악평론가 장일범

■도움 주시는 분들 Supporters

■후원기업 및 단체 Doners and Partners

친선대사 홍보대사
■홍보사절단 Goodwill Ambassadors

단체 Organizations

협력언론사 Media

가수 김규종 배우 김현숙 배우 박하선미스코리아 박샤론

배우 오윤아 배우 원기준 아역배우 정다빈 캐릭터 장금이최수종·하희라 부부



Board of Directors and Advis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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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Board of Directors

강 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김 경 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김 동 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주 법무법인 세종 고문
서 명 선 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
이 민 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이 장 규 하이트 진로그룹 고문
최 충 림 주식회사 새한 대표이사
황 은 혜 그레이스선교교회 담임목사

감 사
Auditors

박 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 두 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문화복지사업 자문위원
Advisory Committee for Cultural Welfare Program

김 광 희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음악학부 초빙교수
김 대 진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김 태 자 전 세종솔로이스츠 이사장
김 현 숙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박 은 성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명예교수
서 경 선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명예교수
서 순 정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성 기 선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음악학부 교수
신 갑 순 월간‘삶과 꿈’, ‘삶과 꿈 체임버오페라 싱어즈’대표
유 재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관현악 전공 교수
유 전 식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실명예방사업 자문위원
Advisory Committee for Blindness Prevention Program

기 창 원 삼성서울병원 안과 과장
김 만 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교실 주임교수
김 성 주 건양대학교 김안과병원 안성형센터 교수
김 응 수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교수
신 기 철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
황 정 민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