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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한�해도�하트-하트재단에�보내주신�여러분의�뜨거운�관심과�사랑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코로나19로�전�세계가�어려운�

상황이었지만,�하트-하트재단은�더�나은�미래를�꿈꾸며�국내외�소외된�이웃들을�위한�지원사업에�더욱�힘써온�한�해였습니다.�

창단�15주년을�맞이한�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더불어�다양한�발달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전개하며�사회에�이바지한�공로를�인정�

받아�「제1회�2021년�착한기부자상_기부,�나눔문화�활성화�프로그램�부분」�행정안전부�장관상과�「제16회�2021년�대한민국사회공헌�

대상_사회공헌�부문」�및�「메세나대상_Arts�&�Business부문」을�수상하였고,�시각장애인�정보격차�해소에�기여한�공을�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우리의�사회·경제�등�모든�영역에�영향을�미치면서�재단의�사업�역시�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발달장애�당사자가��

현장으로�찾아가�대면으로�진행하던�장애인식개선교육은�메타버스�플랫폼을�오픈하여�온라인에서�실시간으로�교육할�수�있는�

시스템을�구축하였고,�사각지대에�있는�아동·청소년에게는�교육의�격차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통해�미래세대�인재로�

육성할�수�있었습니다.�더불어�지역사회�내�돌봄이�필요한�아동과�발달장애인의�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기�위해�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와�아동키움센터,�송파쌤미래교육센터�6관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해외에서는�코로나19�팬데믹으로�더욱�어려워진�개발도상국�취약계층�주민들의�생명을�보호하고�삶의�질을�개선하기�위하여��

코로나19�대응사업을�긴급히�수행하였습니다.�말라위,�탄자니아에서는�지속가능한�식수위생시설을�구축하기�위한�사업들을�전개

하고,�캄보디아�지역�주민의�만성질환관리를�위한�비전염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개소하였습니다.��

하트-하트재단�직원�모두는�후원자님께서�보내주신�나눔을�항상�마음에�새기며�더불어�함께하는�세상을�만들어나가기�위해�노력

하고�있습니다.�2022년에도�국내외�소외아동들이�건강하고�안전하게�미래를�향한�꿈을�

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하트-하트재단의�나눔을�위한�사업에�계속�함께해�주시리라�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하트재단�회장���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 협력파트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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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설립된 하트-하트재단은
사회복지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단체로
국내에서는 돌봄, 교육, 문화복지사업을, 
해외에서는 실명예방, 식수위생개선, 비전염성질환 
예방 등의 보건사업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2020

혁신과 확대 

보건,�교육,�재활의�새로운�사업�영역을�개발

하였을�뿐만�아니라,�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통해�문화를�매개로�한�복지모델을�보여주었

습니다.�세계실명예방기구(IAPB)의�정회원으

로써�포괄적이고�통합적인�실명예방활동을�

전개하여�개발도상국가�주민들의�건강권을�

보장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지평 

코로나19�등�급변하는�사회적�변화에�신속히�

대응하여�국내외�취약계층을�위한�돌봄,�교

육,�문화�사업뿐만�아니라�IT�교육�지원�등을�

통해�폭넓은�복지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개

발도상국가에서는�지원사업의�현지화와�지

속성을�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2021~현재 1991~2001 

지역기반 

1991년�9월,�지역사회�복지증진을�위해�서울�

송파구에�하트-하트종합사회복지관을�개관,�

10년간�아동,�청소년,�장애인�등�지역주민들

의�욕구를�반영하여�체계적인�복지사업을�전

개하였습니다.�

2002~2010

변화와 도전 

변화하는�사회�환경과�지역사회�욕구변화를�

적극적으로�반영하여�특별한�관심이�필요한�

영역의�의료비�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

였습니다.�국내�최초�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

와�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를�창단하였

으며,�국내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가의�주민

들을�위한�해외지원사업을�시작하였습니다.�

첫발걸음 

1988년,�하트-하트재단은�가난과�장애,�질병

으로�소외되고�고통받는�아동들과�그�가족들

을�지원하고,�전문적인�사회복지사업을�통해�

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첫�걸음을�내디

뎠습니다.�

1988~1990



하트-하트재단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관 운영 및 사업수행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2021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도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업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부처 및 단체로부터 상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후원금 및 예산관리

후원금이�제대로�쓰일�수�있도록�

전문�회계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

용도에�맞게�예산을�수립하여�

후원금을�투명하게�사용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감사보고서,�이사회�회의록�

및�예ㆍ결산�내역을�

재단�및�주무관청�홈페이지에�

투명하게�공개합니다.�

철저한 내ㆍ외부감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기부금품의�모집�및�

사용에�관한�법률,�상속세�및�

증여세법�등에�따라�철저한�

내ㆍ외부�감사를�시행합니다.�

제1회 착한기부자상

(기부나눔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부문)

제16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기여

Arts & Business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질병관리청 

청장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메세나 대상

2021년 재정보고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보건복지부 등록),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외교부 등록)의 2021년 통합 재정운영 내역입니다.

보조금 수입� 1,793,634�

후원금 수입�� 4,887,653�

기타수입/잡수입�� 260,611

전년도 이월금�� 4,078,955

11,020,853 합계

세입

 (단위 : 천원)  

일반사업비�� 6,648,4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3,698,971�

사무비�� � 548,738

재산조성비(시설비)� 124,744

11,020,853합계

세출

 (단위 : 천원)  

국내복지사업 � 4,414,551

국제개발협력사업 � 1,931,191�

나눔사업� � 295,240

교육훈련사업 � 7,418

6,648,400합계

 (단위 : 천원)  

일반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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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6�명
하트하트오케스트라�

75,748�명
문화복지사업

118,205�명
기초복지사업

125,227�명
발달장애인식개선센터

38,609�명
교육복지사업

국내사업 
기초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 

문화복지사업

발달장애인식개선센터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기초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 
가난, 장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

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고,�질병�등으로�위기에�처한�취약계층�가정에�생계비ㆍ의료비�및�생필품�등을�지원하였

습니다.�특히�코로나19로�생계가�더욱�어려워진�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해�마스크,�손소독

제,�체온계�등�방역물품을�지원하고,�온라인�수업�등으로�인한�학습격차를�해소하기�위해�

아동의�신체에�맞는�책상�및�온라인�교육장비,�교육비�등을�지원하였습니다.�더불어�행동조

절이�어려워�전신마취를�통해서만�치과진료가�가능한�장애인들에게�치과진료비를�지원함

으로써�의료적인�지원�뿐만�아니라�삶의�질�향상을�도모할�수�있었습니다.��

시력발달이�완성되는�시기의�유ㆍ아동에게�온ㆍ오프라인�교육�컨텐츠를�제공하여�눈의�소

중함을�인식하도록�지원하였습니다.�특히,�문화예술�소외지역(강원,�경북,�전남,�전북)의�영

유아�및�초등학교�저학년�아동을�대상으로�눈�건강�교육을�지원하여�눈�건강의�중요성과�

관리�방법을�확산시켰습니다.

눈�건강�교육�지원�

2,010 명

취약계층�지원

62,156 명

취약계층 생계ㆍ의료ㆍ 

교육ㆍ생필품 지원

눈건강 교육

건강키트�지원�

55,027 명

아동ㆍ청소년 건강키트 지원 

사회�진출을�위한�자립�지원

1,022 명

보호종료 청소년 및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방학�중�결식의�우려가�있는�취약계층�아동ㆍ청소년에게�건강식�키트와�방역물품을�지원하

여�영양�불균형�개선�및�건강증진에�앞장서고�돌봄공백을�개선하였습니다.

협력기관 : 강남지역아동복지센터,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

사회복지관,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비전학교지역아동센터, 서초지역아동센터,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수서종

합사회복지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이웃사랑일원지역아동센터,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보호종료�청소년�및�미혼부모�청소년의�사회�진출을�위한�자립역량강화�사업을�통해�사회�

적응과�경제적�자립을�지원하였습니다.�

협력기관 : (사)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 (사)일과복지, (주)사회비행자

유니버설디자인�공간�개보수�지원

2,094 명

장애아동청소년�교육지원

1,940 명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시각장애인�특별한도서

20,886 명

특별한도서 지원

ICT교육지원 

11,679 명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은�성별,�연령,�장애�유무와�관계없이�누구나�손쉽게�접

근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입니다.�장애예술인의�창작활동�공간�및�교육�공간에�유니버

설�디자인을�적용하여�개보수함으로써,�접근성을�향상하고,�장애�예술인들의�문화예술�창

작활동�확대에�기여하였습니다.�장애아동에게�태블릿기기,�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을�통해�

장애아동ㆍ청소년의�교육환경을�개선하고�정보접근성을�향상시켰습니다.�

정보에�취약한�시각장애�아동들에게�더�넓은�세상을�경험하고,�꿈을�키울�수�있는�기회를�

제공하고자�‘특별한�도서’를�제작·배포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자의�따뜻한�손길로�만들어

지는�‘특별한�도서’는�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학교�등으로�배포하였

으며,�시각장애아동이�책을�통해�더�넓은�세상을�경험함으로써�정보의�접근성을�높이고,�시

각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는�기회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교육�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취약계층�아동ㆍ청소년에게�IT교육,�경제교

육�및�특성화고교생�진로�멘토링�등의�사업을�전개하였습니다.�일회성의�단순한�교육�지원

에서�나아가�지역사회�내에서�자생적인�교육�생태계를�조성하는�미래IT교육�도서관�사업과�

메타버스�코딩�게임을�기반으로�한�창의융합교육을�통해�IT교육�패러다임의�전환을�이끌었

습니다.�

협력기관 : LH행복꿈터삼송지역아동센터, 거모종합사회복지관, 구운지역아동센터,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유

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장안지역아동센터, 태평동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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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사업 발달장애인식개선센터
소외된 아동ㆍ청소년이 문화예술을 통하여 사회성을 향상하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캠페인, 연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적�재능이�있는�취약계층�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비와�연주활동비�및�전문연주

자와�함께하는�온라인�공연�기회를�지원하였습니다.�2018년부터�현재까지�총�72명의�장학

생을�육성하여�음악�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전문적인�음악교육의�기회를�제

공하고�있습니다.�또한�장학생과�전문연주자와�함께하는�콘서트를�개최하며�온ㆍ오프라인�

공연을�이어오고�있습니다.�

ICT�학습�기회가�부족한�발달장애인에게�새로운�산업�시대를�대비한�교육을�지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비대면�특성을�강점으로�살린�ICT분야의�새로운�직무�「SW교육�강사,�SW교

육�유튜버,�텍스트�음성변환�매니저,�애니메이션�기획자」를�개발하였으며,�발달장애인의�취

업을�통해�고용�확대의�가능성을�확인하였습니다.�또한�장애인�예술단과�지자체,�민간기업

과�문화예술�직무에�대한�고용�협력모델을�구축하여�전국�장애인�예술단의�안정적인�일자

리를�창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ICT교육�지원

13,931 명

장애예술인�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0 명

아동,�청소년�음악교육�지원

7,006 명

문화예술인재양성 자립지원

발달장애인�음악단체�지원

26,630 명

장애인음악단체육성
발달장애인�인식개선강사�양성�지원�

60,998 명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

5,554 명

인식개선�캠페인�

44,644 명

인식개선

융합예술교육�지원��

42,112 명

문화예술활동지원 IT�기술과�미디어를�접목한�융합예술�교육을�개발하여�다양한�창작�및�예술활동을�지원하

였습니다.�특히�발달장애인에게�AR(증강현실),�VR(가상현실)과�같은�디지털�매체를�활용한�

맞춤형�융합예술교육을�지원해�새로운�매체를�활용한�다양한�예술활동을�경험할�수�있도

록�지원하였습니다.�

협력기관 : 사비나미술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SHIT LBIT LAB), 유쾌한

유아교육기관,�초ㆍ중ㆍ고등학교,�공공기관�등에�발달장애인�인식개선강사가�함께하는�장애

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여�발달장애인의�자립�및�사회적�인식개선�등�긍정적인�변화를�확대

하였습니다.�또한�발달장애인�당사자가�함께하는�장애인식개선�캠페인과�메타버스를�활용

한�장애인식개선�교육�등을�전개하여�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와�권리를�증진하였습니다.�

전국�발달장애인�음악�축제�GMF(Great�Music�Festival)는�음악적�재능과�성장의�가능성이�

있는�발달장애인�음악단체를�발굴하여�성장을�지원하고,�장애인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

확산하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2017년부터�총�131개팀�참가,�1,500여명의�발달장애인�연

주자가�참여하였습니다.�제5회�GMF는�전국�30개�연주팀,�294명의�실력있는�발달장애인�연

주자들이�예선에�참가하였으며,�수상�단체는�지역�내�공연�및�행사,�경연�대회에서�연주�활동

을�활발히�하고�있습니다.

제5회�GMF�수상단체

•�대상�:�비바체�앙상블�

•�최우수상�:�플레이시모

•��우수상�:�오미아뷰�앙상블,��

해와달밴드

•��장려상�:�루멘챔버오케스트라,��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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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오케스트라 
2006년 창단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취약계층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롤모델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카네기홀, 케네디센터, 예술의전당 공연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1,000여회의 연주활동으로 음악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통합, 장애인

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시대에도�지속가능한�연주활동을�위해�새로운�언택트�공연�및�온라인�콘텐

츠를�기획하였습니다.�예술의전당과�공동주최로�진행한�「하트하트오케스트라�창단�15주

년�콘서트」를�비롯하여�국내외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최정상급�지휘자�및�솔리스트

와�함께하는�「마스터즈�시리즈」�기획,�세계를�무대로�활동하는�박인영�음악감독과의�콜라보

「다시�부는�바람」�디지털�싱글�제작�및�전세계�동시�발매를�통해�장애인�문화예술의�새로운�

지평을�넓히고�성장�가능성을�제시하였습니다.�

56,620 명

공연 및 콘텐츠 기획 

2,836 회

전문연주팀 육성 발달장애인�연주단원들의�사회성과�음악적�기량�향상을�위하여�정기�오케스트라�및�앙상

블�교육,�악기�파트별�교육,�개별�맞춤교육을�실시하였으며�특별히�발달장애인�연주자들의�

창의예술�증진�및�예술성�발현을�돕고자�디지털기술을�융합한�예술교육을�처음으로�시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음악으로�세상과�소통하며�성장할�수�있도록�돕고,�장애인과�비장애인이�

더불어�함께�살아가는�세상을�만들어가고�있는�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창단�15주년을�맞이하였습니다.�

명실상부�취약계층을�대표하는�오케스트라�롤모델로�성공적으로�자리매김하며�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만들어낸�기적과�같은�변화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 15주년

주요성과

주요실적�

공연

1,000 여회 

카네기홀,�예술의전당�등��

국내외�공연��

(공연�관람�60만여명)

음악교육

7,200 시간 

전문�합주교육��

(참여인원�450여명)�

장학 및 악기 후원 

227 명

언론보도

400 여건

KBS스페셜,�MBC스페셜��

방송포함�뉴스�및�일간지�보도�

수상실적

총 10 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장관상�등�

•�사회성/집중력�향상�

•�음악적�기량�향상��

•�자신감과�자존감�향상�

•�미래에�대한�희망이�생김�

•�긍정적�정서와�행복감�증진

발달장애인 연주 단원의 변화

•�가족�기능의�회복

•�양육�효능감�증가�

•�장애에�대한�개방적�태도

•�심리적�안정감과�행복감�증진�

•�자녀�미래에�대한�긍정적�기대감�

발달장애인 가족의 변화

•�장애인식개선�

•��발달장애인�문화복지�저변�확산��

•��발달장애인�당사자가�참여하는�

장애인식개선�패러다임�제시�

•��발달장애인�문화예술�일자리�창출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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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85�명
안보건사업�

110,614�명
식수위생개선사업�

2,279�명
취약계층지원사업�

2,478�명
비전염성질환�예방�및�관리사업�

해외사업
식수위생개선사업 

안보건사업 

비전염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식수위생개선사업 안보건사업 
개발도상국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화장실을 지원하고, 수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본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 

합니다.

자원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제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시력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성과를 넘어선 지속성을 고민하며 안과서비스의 

기능을 기존의 보건체계에 통합해나가는 전략을 적용해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탄자니아�린디�주의�학교와�보건소에�총�17개의�식수위생시설을�신설하고�운영관리위원

회에�유지관리�교육을�지원하여�지속가능한�시설�사용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총�

90명의�교사와�52명의�보건인력에게�위생증진�교육과�수인성질환�예방·관리�교육을�제공

하고,�해당�인력을�통해�초등학생과�5세�미만�아동의�부모들에게�교육을�전달하여�지역사

회의�위생�인식과�행태가�개선될�수�있도록�지원하였습니다.

말라위

말라위�마칭가�군�지역주민들을�위해�총�16개의�마을에�식수시설을�설치하였고,�식수시설

의�지속가능한�사용을�위해�식수시설�관리위원회를�조직하여�유지�관리�및�시설�보수�교

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지역주민의�위생인식�개선을�위해�61개�마을에서�지역사회기

반�통합위생프로그램�활성화�과정을�실시하여�총�44개의�마을이�ODF(Often�Defecation�

Free,�노상배변종식)�인증을�달성하였으며,�주요�수인성�질환�예방�및�대응과�관련하여�마

칭가�군�22개�보건소에�의약품과�의료소모품을�제공하여�31,711명이�수인성�질환�치료를�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사바,�다므라이�지역과�EPZ(Export�Processing�Zone,�수출가공공단)�지역�내�

비전센터를�설치·운영하고,�물리적�거리로�인해�직접�방문이�어려운�지역사회�주민을�대상

으로�안과�아웃리치�활동인�Eye�Camp를�실시하여�안질환�환자를�진단하고�발굴하였습니

다.�더불어�수술과�치료가�필요한�환자들은�한·방친선병원�안과병동으로�전원하여�적절한�

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였습니다.�

식수,�위생시설�지원�

25,008 명

수인성�질환�치료�

31,822 명

비전센터�운영�및�안과서비스�지원

8,343 명

지역주민�위생교육��

53,361 명

역량강화

172 명

수인성�질환�관리�역량강화���

423 명

안과�아웃리치�활동���

6,451 명

학교�기반�시력검사�지원��

105,742 명

안경�및�수술�지원

177 명

캄보디아

실명예방관리를�위한�국가전략계획

(2021-2030)�수립과정에�캄보디아�보

건부의�승인을�받은�기술위원회로�참여

하여�활동하였습니다.�

말라위

말라위�좀바�군�83개�초등학교의�교사들을�대상으로�시력검진�교육을�실시하고,�초등학생

들을�위한�시력�검사,�안경지원,�안질환�치료�및�수술을�지원하였습니다.�아이들의�눈�건강�

증진을�위해�사업�전후�이해�관계자들과의�회의,�안경�및�수술이�지원된�아이들�대상�사전

사후�모니터링을�진행하여�예방가능한�실명을�퇴치하기�위한�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
손씻기 캠페인 

10월�15일,�UN이�제정한�세계�손씻기의�날(Global�

Handwashing�Day)을�맞이하여�탄자니아,�말라위

에서�손씻기�캠페인을�실시하였습니다.�열악한�식

수위생�환경으로�인해�수인성�질환의�어려움을�겪

고�있는�탄자니아�린디�주와�말라위�마칭가�군�지역

주민들의�감염�예방을�위해�손�씻기의�중요성을�강

조하며�손씻기�교육과�손세정�비누를�지원하였고,�

깨끗한�식수�음용이�가능하도로�정수알약을�배포

하였습니다.�더불어�수인성�질환의�대표적인�증상

인�설사로�고통받는�아동들이�적절한�치료를�받을�

수�있도록�보건소에�의약품을�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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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지역사회 기반 비전염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착수! 

세계보건기구(WHO)에�따르면�매년�전�세계적으로�약�4,100만�명이�비전염성�질환

으로�사망하고�있다고�합니다.�캄보디아도�당뇨,�고혈압�등�비전염성질환으로�사망

에�이르는�인구가�전체인구의�64%로�상당히�높습니다.�이에,�하트-하트재단�캄보디

아�지부는�2021년,�바탐방�지역에서�‘지역사회�기반의�비전염성질환�예방�및�관리

사업’을�시작하여�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하는�인식증진�캠페인과�아웃리치�활

동을�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비전염성�질환은�식습관과�신체�활동,�흡연,�음주와�같은�생활습관의�개선

을�통해�예방할�수�있다고�알려져�있으며�‘걷기’는�그�중�생활�속에서�가장�쉽게�실천

할�수�있는�예방활동입니다.�이에�11월�14일�‘세계�당뇨의�날’을�기념하여�“Walk�for�

Diabetes(당뇨병�예방을�위한�걷기대회)”�캠페인을�진행하였습니다.�해당�캠페인에

는�바탐방�지역�트마꼴�운영지구(OD)와�보건당국의�주요�이해관계자들,�그리고�학

교�학생들�약�80여�명이�4km를�걸으며�건강한�생활습관으로�당뇨병을�예방하자는�구호를�외치면서�주민들의�동참을�요청하

였습니다.

또한,�12월�중�9일간�비전염성질환클리닉�의료인력과�지역보건요원들은�총�9개�보건소에서�찾아가는�아웃리치�활동�‘모바일�비

전염성질환클리닉'을�진행하여�약�1,000여�명의�주민들을�대상으로�기초�검진�및�스크리닝을�실시하였습니다.�주민들은�현재�

자신의�건강�상태�점검과�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었으며,�주민들에게�당뇨병�예방을�위한�건강한�요리법을�안내하여,�

건강한�식습관�형성의�중요성을�알리기도�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캄보디아�지부는�앞으로도�지역사회�주민들의�건강한�생활습관�향상과�건강관리�및�증진을�위해�함께�걸어�나

가고자�합니다.�앞으로도�희망찬�발걸음을�함께�응원해주세요!

비전염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전염성질환 필수개입패키지(PEN) 전략을 차용하여 일차보건

서비스에 당뇨병과 고혈압 중심의 비전염성질환 관리를 통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비전염성질환 예방 대응력과 보건형평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 누구든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바탐방�지역�내�비전염성질환클리닉(NCD,�Non-Communicable�Diseases)을�설

치·운영하고�정부�소속�일차보건인력�및�의료진�대상�교육을�실시하여�NCD�진단�역량을�

강화하였으며,�지역사회�주민들을�대상으로�아웃리치�활동인�모바일�NCD�클리닉을�운영

하여�NCD�예방과�관리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지역보건요원(VHSG)�대상�NCD�교육과�지

역사회�주민�대상�‘세계�당뇨의�날’�캠페인을�진행하여�비전염성질환에�대한�인식증진을�지

원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지역�공과�대학교인�국립기술대학교와�화학기술대학교의�학생�중�

경제적인�이유로�학업을�이어나가기�어려운�취약계층�대학생�25명을�선정하여�장학금을�

전달하여,�우수�인재를�발굴·양성하고,�교육의�기회를�보장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필리핀

필리핀은�코로나19로�인한�학교�봉쇄�조치�이후�비대

면�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디지털�기기

의�활용이�취약한�지역의�아동들은�교육�기회와�접근

의�격차가�심각해지고�있습니다.�이에,�나보타스�시�슬

럼�지역에�위치한�‘산로케�초등학교’에�태블릿PC�215

대를�지원하여�코로나19으로�변화된�비대면�교육환

경에서도�아동들의�평등한�교육�기회�보장에�기여하

고�학습발달을�지원하였습니다.���

아마존�지역

아마존�강변에�위치한�콜롬비아�레시티아의�‘친구의�집’�기숙사에서�생활하는�16명의�취약

계층�아동ㆍ청소년들에게�학교�수업과�함께�음악,�수영,�컴퓨터�교육과�같은�다양한�분야의�

교육과�체험을�경험할�수�있도록�교육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니제르

조혼과�노동으로�배움의�기회가�박탈되어�꿈을�펼치지�못하는�니제르�여성청소년�110명에

게�교복을�지원하여�교육�기회를�제공하였고,�여성청소년의�역량강화를�위해�고등학생�대

상�방과후�재봉수업을�개설,�재봉틀�16대를�지원하였습니다.�재봉�기술은�경제적인�보탬이�

되어�남녀�모두가�선호하는�교육과정으로,�재봉수업을�통해�학생들은�기술을�습득하여�졸

업�후�일자리를�갖고�자립해갈�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대응�지원�

캄보디아,�탄자니아�사업장을�중심으로�일차보건시설�43개소에�방역물품을�지원하였고,�

382개�취약계층�가구에�식량�및�보건�패키지를�전달했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지원

369 명

코로나�19�대응�지원�

382 가구

43 개 보건소

보건인력�교육�

180 명

당뇨,�고혈압�검진�및�치료�

1,862 명

당뇨�예방�캠페인�

43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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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는 넓게!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직접 만나서 자원봉사를 할 수 없지만,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보유한�시각장애인을�위한�도서는�전체�보유�장서�15만권�대비�16%에�

불과하고,�전국�시각장애학교의�시각장애인을�의한�도서는�37%에�불과합니다.�시각장애인

을�위한�도서는�제작비용과�제작시간이�일반도서의�4배에�달하기�때문에�제작에�많은�어

려움을�겪고�있습니다.�특별한�도서는�시각장애인이�정보에�쉽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

록�촉각,�점자,�음성으로�구성된�도서입니다.�직접�눈으로�보지�못해도�그림을�여러�소재로�

붙여�넣는�자원봉사를�통해,�시각장애인에게�작은�세상을�함께�선물해�주세요.�

지구�온난화와�이상기후�현상이�세계�곳곳에서�나타나고�있는�현재,�높은�화석연료�비중과�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가진�우리나라도�최근�30년�사이에�탄소배출이�크게�늘어나�지

구의�평균온도가�상승하며�기후�위기는�더욱�심해졌습니다.�미래세대�주인공인�아이들을�

위한�친환경�업사이클링�캠페인�참여하고,�양말목과�폐플라스틱을�업사이클링하여�컵받침

대와�비즈줄넘기를�아동들에게�선물해주세요!�

업사이클링 캠페인

특별한 도서 캠페인

코로나19�장기화로�취약계층의�삶을�더욱�어려워지고�있습니다.�경제적인�상황으로�인해�

어려움을�겪는�아동ㆍ청소년들�사례를�발굴하여�온라인�모금�플랫폼을�통해�모금을�진행하

였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427,200 명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택트 나눔 캠페인 
하트베어�나눔트리�캠페인은�2013년을�시작으로�9년째�이어오고�있는�대표적인�연말�나

눔�캠페인으로,�나눔을�상징하는�‘하트베어’로�꾸며진�크리스마스�트리를�기업과�기관의�로

비에�설치하여�국내외�소외아동들에게�사랑을�전하고�나눔�문화�확산에�동참하는�캠페인

입니다.�2021년도에는�반짝이고�화려하지만�환경을�위협하는�플라스틱�장식물을�줄이고,�

재생가능한�종이�장식물로�환경을�생각하는�연말�캠페인을�전개하였습니다.�

하트베어 나눔트리 캠페인 

170,100 명

비즈줄넘기�

폐플라스틱의�새로운�변신으로�환경을�보호하고�아이들의�건강도�증진합니다.�버려

지는�플라스틱을�재활용하여�비즈줄넘기를�만들어�아동들에게�선물합니다.

양말목�업사이클링�

양말목이란�공장에서�양말을�만드는�과정에서�사용되고�남은�자투리�천으로,�재활용

이�어려워�하루에도�몇십�kg씩�폐기처분�되고�있습니다.�양말목에�따뜻한�손길을�

더해�나만의�컵코스터를�만들고�취약계층�아동들에게�선물합니다.

핸즈온 Hands On 캠페인나눔캠페인 

여러분의�따뜻한�관심과�참여로�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후원계좌�:�우리은행�1005-101-413016���예금주�:�(사)하트하트재단���후원전화�:�060-700-1232���후원문의 :�1833-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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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절단 

이사� 신인숙� 하트-하트재단�설립자/이사장�

강   훈� 법무법인�열림�변호사

김광희� 통영국제음악재단�이사�

김동배� �연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명예교수�

김영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위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과�교수�

오지철� �하트-하트재단�회장�/�前�문화관광부�차관�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회장�

최충림 주식회사�새한�대표이사

최헌규� 前�다우키움증권�부회장

황은혜 그레이스선교교회�담임목사�

감사� 손민섭� 삼덕회계법인�회계사

장두순� 삼덕회계법인�회계사

최원희�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부교수�

문화복지��

자문위원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상진 �서울챔버오케스트라�음악감독�

연세대학교�음악대학�관현악과�교수

김주현� 바이올리니스트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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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음악대학�관현악과�교수

신갑순� 삶과�꿈�체임버오페라싱어즈�대표

손   숙� �연극배우��

前�예술의전당�이사장,�前�환경부�장관�

신현택� �국립발레단�이사��

前예술의전당�사장,�여성가족부�차관

안신영�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바이올린�단원

유영재� 한세대학교�음악학과�교수

유전식� 한양대학교�음악학과�명예특훈�교수

이옥경� 서울옥션�대표

정동혁� 신세계�대외협력본부�부사장

최진희� 클나무최진희언어교육원�원장�

국제개발협력사업��

자문위원

강대희� 서울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

김만수�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안과�교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안과�교수��

대한안과학회�제19대�이사장

김성주� �건양의료재단�김안과병원�성형안과센터�교수�

대한안성형학회�제8대�회장

김성준� �서울대학교�의과대학�안과학교실�교수�

서울대학교병원�안과�교수

김응수� �중앙대학교�광명병원�안과�교수

기창원� �성균과대학교�의과대학�안과�교수��

삼성서울병원�안과교수��

前�한국녹내장학회�회장

신기철� �건국대학교병원�안과�임상부교수

황정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안과학교실�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안과�교수

Paul Douglas 킬리만자로지역�안과학센터�대표� 

Courtright� 케이프타운대학교�교수�

운영자문위원� 김미옥�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이종남� 가족�및�아동�생태학�분야�박사

정영일� 이랜드복지재단�대표이사�/�지앤디프로젝트�대표

최연선� 장안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나눔자문위원�� 강주리� 김지영� 김혜수� 김혜숙� 김천애� 남경우� 박선영� 박소영� 안영호�

원경애� 유연희� 유재연� 이시연� 정미선� 정방원� 조은숙� 한정학� 황원길�

이사회 & 자문위원 

최수종,�하희라�부부�

친선대사

오윤아 정다빈박샤론

조보아한다민 소이현

김규종박하선

더원 다니엘린데만

홍보대사

최수종ㆍ하희라�친선대사�

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이웃들의�안전과�

건강을�보호하기�위해�제이원코스메틱과�함

께�손소독제�3만개를�전국의�소외아동�및�장

애인들에게�지원하였습니다.

오윤아�홍보대사��

발달장애가�있는�아들�송민군과�함께�직접�그

림을�그려�넣은�텀블러를�제작하여�기부�캠페

인에�참여함으로써�희귀난치질환�환아들에

게�희망을�전달하였습니다.�

다니엘�린데만�홍보대사��

발달장애�오케스트라�공연�사회�및�협연,�연말�

한부모�가정�및�다문화가정�지원을�위한�나눔�

캠페인을�참여하여�소외계층�지원�및�인식개

선에�함께�하였습니다.�

홍보사절단과 함께한 캠페인

홍보사절단

김현숙

*�위촉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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