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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최고의 모금·구호·배분 활동 

전문기관

재난 피해자들이 원하는 도움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하며 현재와 미래의 

재난환경 및 활동을 조사·연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서로 협력하여 공동선을 창출

비전

Mission

우리는 재난 피해자들이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물적, 심리적 도움을 

줌으로써 희망의 공동체를 구현한다.

우리는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구현하는 데 최고의 협력자가 된다.

사명

Value

믿음을 주고 협력하여 하나가 된다.

전문 능력과 역량 계발의 최고가 된다.

자신감을 갖고 주인정신으로 솔선수범한다.

창의력, 혁신과 장기적 시각을 발휘한다.

수평적 사고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목표를 완수하고 책임을 진다.

칭찬과 격려 속에 산다.

행동가치

2014년 자연은 오히려 크게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세 개나 연이어 한반도 주위를 스쳤지만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서 비롯된 재난은 너무 아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돈 많은 여객선 회사 소유자들이, 

선장과 승무원들이, 구조에 나선 해경이 제 할 일 제쳐놓는 사이 

온 나라가 절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금 모금을 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돕겠단 겁니다. 

많이 참여했습니다. 21만7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사람에 실망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때문에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결심했습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큰 절망인 ‘사람으로 인한 재난’과 

더 치열하게 맞서겠다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

사람에서	비롯된	재난은	
너무	아팠습니다

Hope Bridge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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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폭설

강릉 등 영동 지역에 2월 6일부터 15일 동안 

폭설이 이어지면서 110cm에 이르는 적설량

을 기록했다. 191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03년 만에 최장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 폭

설로 사망 2명을 포함한 인명 피해와 비닐하

우스・축사 붕괴 등 120억여 원의 재산 피해

가 발생했으며, 총 71세대의 이재민이 발생

했다. 산간 마을 수백 가구가 고립돼 육군 특

공대가 투입됐으며 4만3천여 명의 제설 인

력이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3 세월호 참사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

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

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

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구조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있다가 참변을 당해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을 안겼다.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과 정부의 상황 파악 미숙 및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

을 일으키며 최악의 인재(人災)가 됐다.

4 8월 남부 지방 집중호우

8월 25일 남부 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

지는 집중호우로 16명이 숨지고, 1천342억 원의 재산 피해

가 발생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은 최고 187mm의 비가 내

린데다 인근 저수지까지 범람하면서 1,100여 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다. 하루 190mm 이상의 비가 내린 창원 지역에서

는 마을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

5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10월 17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유

스페이스 야외 공연장 인근 지하 주차

장 환풍구 덮개가 내려앉으면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 27명이 20여m 아래인 지

하 4층으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임직

원과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최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중에 벌어졌는

데, 걸그룹의 축하 공연을 보기 위해 환

풍구 위로 사람들이 몰리자 환풍구 덮

개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다. 

사진 ©연합뉴스

2 마우나리조트 붕괴

2월 7일 밤 9시 15분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내 실내 체육관 천장이 붕괴되면서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진행 중이던 부산외대 학생 9명

과 이벤트회사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

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리조트가 500m 높이의 산 중턱에 있고 진입로가 좁아

서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붕괴 원인은 조립식 철골구

조 건물인 체육관의 지붕 덮개(패널)와 이를 받치는 중

도리의 결합 부실로 밝혀졌다. 

사진 ©연합뉴스

2014	
국내	재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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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서부 산사태

7월 30일(현지시각)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

라 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73명이 사망하

고 80여 명이 흙더미 속에 매몰됐다. 인도는 

국가재난대응군(NDRF) 9개 팀 378명을 현

장에 급파해 연일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

지만 끊임없는 빗줄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생존자 구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자 8

명을 구조하는데 그쳤다. 사고 현장은 무너

져 내린 산 경사면으로 인해 흙과 바위, 나무 

등으로 어지럽혀진 상태다.

사진 ©AP / 연합뉴스

2014	
해외	재해	뉴스

3 네팔 홍수

8월 14일(현지시각)부터 4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네팔

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전국에서 최소 84명이 

숨지고 156명이 실종됐고, 1만745가구 주민이 집을 잃

었다. 이번 폭우로 홍수나 산사태 피해를 당한 지역은 

전국 75개 군 가운데 30개 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서부 수르켓 군에서는 26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

됐다. 네팔은 지난 8월 2일에도 북부 산간 지역에 산사

태가 나서 156명이 사망했다.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

나인 네팔은 재해 대책 미비로 우기 때마다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 아시아뉴스통신

4 히로시마 현 산사태

8월 20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현에 산사태

가 발생해 70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실종됐으

며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밤부터 20

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인 폭우가 쏟아진 히로시마 아사미나미(安

佐南) 구와 아사키타(安佐北) 구 등 주택가 

뒷산 여러 곳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

생해 토사가 경사면을 따라 여러 갈래로 흘

러내리며 주택을 덮쳤다. 산사태로 침수・파

손된 가옥은 360여 채로 집계됐다. 

사진 ©뉴시스

5 태풍 ‘장미’ 필리핀 강타

12월 28일(현지시각)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80km에 

이르는 제23호 태풍 ‘장미’가 필리핀 남부 20여 개 주

를 강타해 5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

오 섬을 중심으로 큰 비를 쏟아 교량과 도로를 파괴하

고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해 약 3만1,5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민다나오 섬에서 발생했

으며, 2013년 태풍 하이옌이 강타해 복구가 덜 된 지역

도 피해를 입었다.

사진 ©EPA / 연합뉴스

1 발칸반도 홍수

발칸반도 중부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에 120년 만에 최

악의 홍수가 발생해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

고 수십 명이 숨졌다. 5월 14일(현지시각)부터 16일까

지 단 사흘 만에 석 달치가량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5월 16일부터 보스니아 동북 지역 대부분을 비롯해 전

국토의 3분의 1이 진흙 호수로 변해 가옥과 도로, 철도

가 모두 물에 잠겼다. 또 세르비아 북서부에 있는 다뉴

브 강 지류인 드리나 강 유역의 발레보와 차차크, 로즈

니차 등의 시가지가 침수됐다.

사진 ©A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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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보고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국내 재해 의연금 지원

구호물품 지원

의연품 모집·지원

지정기탁 물품 지원



지역별 의연금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명 피해 주택 피해 생계 지원

사망·실종 부상 전파 반파 침수 농·어업인

강원
세대(명) 740 2 20 326 392

금액(원) 189,850 7,500 38,750 65,200 78,400

부산
세대(명) 2,941 5 1 4 26 2,528 377

금액(원) 850,250 40,000 5,000 20,000 60,250 630,750 94,250

경남
세대(명) 350 1 1 304 44

금액(원) 93,250 5,000 2,500 74,750 11,000

경북
세대(명) 3 1 2

금액(원) 5,932 4,329 1,603

울산
세대(명) 278 1 6 271

금액(원) 86,500 5,000 13,750 67,750

전남
세대(명) 22 1 21

금액(원) 7,750 2,500 5,250

합계
세대(명) 4,334 5 1 8 54 3,450 815

금액(원) 1,233,532 40,000 5,000 41,829 117,750 843,700 185,253

국내 재해 의연금 지원

2월 폭설 피해 의연금 지원

(2014년 2월 6일~14일 피해 발생)

지원 기간 2014년 5월 19일~8월 6일

피해 지역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피해 현황 744세대

 (주택 피해 : 350세대, 농어가 피해 : 394세대) 

의연금 지원   198,282,000원

지원 결정 제28차 배분위원회(2014년 5월 7일~15일)

 제29차 배분위원회 추가배분의 건

 (2014년 6월 12일)

집중호우 피해 의연금 지원

(2014년 8월 25일~26일 피해 발생)

지원 기간 2014년 10월 20일~12월 30일

피해 지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피해 현황 3,590세대

 (인명 피해 : 6세대, 주택 피해 : 3,163세대, 

 농어가 피해 : 421세대)

의연금 지원   1,035,250,000원

지원 결정 제30차 배분위원회(2014년 9월 30일)

희망브리지는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지역 이웃들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내온 성금과 각종 구호품을 

지원해왔습니다. 1961년부터 54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연금과 의류, 식품, 생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모아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의연금 (638,587,072원)

폭설 피해 의연금 모금

모금 기간 2014년 2월 9일~3월 31일

모금액 421,212,032원

수해 피해 의연금 모금

모금 기간 2014년 7월 11일~10월 31일

모금액 155,775,392원

상시 기탁 모금

모금 기간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모금액 61,599,648원

2014년 성금 (모집・지원 요약)

재난 성금 (6,630,925,874원)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4년 4월 17일~12월 31일

 (2015년 2월 10일까지 진행)

모금액 6,531,925,874원

 (2015년 모금액 82,851,889원 미포함)

 ※ 세월호 침몰 사고 성금은 2014년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2015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진도시장 화재 피해 성금 접수

모금 기간 2014년 3월 24일

모금액 99,000,000원

사업 지정 기부금 (1,032,576,977원)

국내 재해구호사업 

사업 내용 자연재해 피해자 집수리, 구호세트 제작, 

 생계 지원 등

모금액 442,450,487원

희망T캠페인 사업 

사업 내용 참여형 기부 캠페인, 해외 재난·재해 피해자 지원

모금액 490,198,410원

해외 재해구호사업

사업 내용 방글라데시 상습 재난 지역 보건소 개축 및 

 어린이 보건영양 사업

모금액 99,928,080원

기타 후원금 (73,708,971원)

총 모금액 (원)

8,375,798,894

총 지원액 (원)

1,233,53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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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품 지원

재해 상황에 효율적인 구호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협회용 구호세트와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파주와 함양에 위치한 재

해구호물류센터에 비축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곧바

로 피해 지역에 전달합니다.

의연품 모집・지원

뜻하지 않은 재해로 어려워하는 피해 이웃들에게 필요

한 구호물품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으로

부터 의연품을 모아 전달합니다. 태풍, 홍수, 폭설, 지

진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류, 식품,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모아 적

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사업 기간 2014년 1~12월

지원 내용

소외 계층 이불세트 및 전기장판 지원

이불세트 150세트, 전기장판 150세트

가뭄 피해 세대 생수 지원

생수(2리터들이) 2,080박스

세월호 침몰 사고 물품 지원

복구장비류 50세트, 구호세트 400세트, 

이불세트 210세트

구룡마을 화재 피해 세대 이불세트 지원

이불세트 70세트

재난위기 가정 지원

주방용품 93세트, 이불세트 94세트, 

전기장판 94세트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남성용 구호세트 431세트, 

여성용 구호세트 242세트 

폭설 피해 긴급 구호물품 지원

주방용품 740세트, 고립지역세트 75세트

생활 안정을 위한 주방용품세트 지원

주방용품 213세트

사업 기간 2014년 1~12월

지원 내용

재난위기 가정 지원

이불·침구류 47점, 생필품 74점, 

양념통세트 80점, 쌀 200kg, 식품류 22점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세대 지원

생필품 1,700점, 식품류 4,100점, 

의류 4점

구룡마을 화재 피해 세대 지원

생수 150박스

기타(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의류 2,611점, 이불·침구류 900점, 

생필품 1,900점, 생수 871박스, 

양념통세트 4점, 식품류 543점, 

의료기기 26점

해외(베트남) 소외 계층 지원

신발류 1,042켤레, 세제류 325점, 

생필품(고무장갑, 세제류 등) 3,014점

지정기탁 물품 지원

갑작스러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에게 필수적

인 생활구호물품을 전달하여 실의에 잠겨 있는 사람들

을 위로할 수 있는 긴급 구호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1~12월

지원 내용

부산 호우 피해 세대 지원

포스코 지정기탁 구호세트 700점

구룡마을 화재 피해 세대 지원

서울메트로 지정기탁 구호세트 70점

해외(베트남) 소외 계층 지원

포스코 지정기탁 구호세트 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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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보고

국내 자연 재난 긴급 구호사업

국내 재난위기 가정 지원사업

해외 구호사업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캠페인’ 

교육사업

생명수호지기 선발

공모전 



사업 기간 2014년 1~12월

계약 체결 7개 시·도 9개 시·군에서 총 16건 

 7,454세트 계약

세트 구분

응급구호세트  대피시설에 있는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파손 피해 이웃에게 지원

취사구호세트  대피시설에서 귀가하는 이웃 및 주택 

피해 이웃에게 지원

세트 구성

응급구호세트(남) 담요(2), 칫솔, 세면비누, 수건(2), 

 화장지, 베개, 손전등, 볼펜, 메모지, 

 경량 우의, 면장갑, 손거울, 빗,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말

응급구호세트(여) 담요(2), 칫솔, 세면비누, 수건(2), 

 화장지, 베개, 손전등, 볼펜, 메모지, 

 경량 우의, 면장갑, 손거울, 빗,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말

취사구호세트 가스레인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휴대가방(타포린)

지원 (9,222세트)

응급구호세트 7,089세트

취사구호세트 2,133세트

위탁 보관 (43,807세트)

응급구호세트 30,621세트

취사구호세트 13,186세트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입니다.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긴급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물품세트 제작 및 공급, 

세탁 전문 차량을 이용한 세탁 구호 활동, 기존의 컨테이너하우스에서 

탈피한 쾌적한 임시주택 제공 등 피해 이웃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연	재난	
긴급	구호사업

품명

시도

응급

구호

(남)

응급

구호

(여)

취사

구호
소계

서울 88 88 16 192

부산 1,071 1,173 918 3,162

인천 156 154 50 360

대구 0 0 0 0

광주 0 0 0 0

대전 0 0 0 0

울산 469 451 340 1,260

세종 0 0 0 0

경기 514 593 298 1,405

강원 166 182 20 368

충북 180 180 270 630

충남 87 100 40 227

전북 0 0 0

전남 64 68 13 145

경북 54 55 30 139

경남 607 589 138 1,334

제주 0 0 0 0

기타 0 0 0 0

계 3,456 3,633 2,133 9,222

지역별 지원 (단위 : 세트)

재해구호물품세트 위탁사업

재해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

치단체)가 비축했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공하는 

재해구호물품세트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와 함양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제작・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 활동을 전

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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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호물품 지원사업

상수도 사정이 좋지 않은 전라남도 섬 지역에 겨울 가

뭄이 지속되면서 신안군과 완도군 소재 낙도 주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으로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비상급수대

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원으로 

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원 현황

전라남도 신안군   생수 1,056박스

전라남도 완도군   생수 1,024박스 

지원일 2014년 2월

임시주택 지원

뜻하지 않은 재해로 갑작스럽게 집이 완전히 파손되

어 불편을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

록 임시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시주택은 이동과 설치

가 편리한 6m×3m(약 5.5평) 크기의 조립주택으로 성

인 2~3명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

에 전기・통신,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소화기 등의 편

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

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 2014년 9월

지원 내용 울산, 부산, 경남, 전남 집중호우 피해가구 4동

  (부산 기장 3동, 전남 해남 1동) 지원

  현대자동차그룹 광주혁신도시 전시 관련 

  임시주택 2동 지원

재난・재해 현장 구호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재해 현장 정리 및 오염된 의류와 이불 등을 이동식 세

탁구호차량을 통해 무료로 세탁해줍니다. 2014년 2월

에는 폭설이 내렸던 강원도에서 55명의 자원봉사자들

이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며,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실내체육관

에서 세탁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2014년 8월 부산

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0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

아가 침수 세대 가재도구 정리와 진흙 청소・세탁구호 

봉사를 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2월~9월

구호 지역 강원도 삼척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라남도 진도군

활동 사항 폭설 피해 지역 비닐하우스 정리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 정리 및 

  세탁구호 8,040kg

  세월호 피해 지역 세탁구호 50,140kg

참여 봉사자   총 327명

집수리 봉사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

요한 피해 지역과 재난위기 가정을 희망브리지 봉사

단이 직접 찾아가 도배, 장판 교체 등의 도움을 줍니다. 

협회의 대표 구호사업으로 정기봉사를 통해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 시뿐만 아니라 비(非)재

해 시에도 협회의 활동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2013년

부터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함께 재난・재해에 취약한 

집을 수리해주는 봉사 활동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는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단 ‘희망브리지 봉사단’과 옥

션 고객봉사단 ‘나눔패밀리’가 함께 진행하는 연간 행

사입니다.

사업 기간 2014년 1월~12월

봉사 지역 전국 18개 지역

봉사 실시 가구   집수리 330세대, 벽화 9곳

참여 봉사자 1,810명

※ 집수리 로드 실적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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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한해 평균 2만7천여 명이고, 이들 중에는 연소득 500만 원 

미만의 절대 빈곤층이 34.7%에 이릅니다. 또한 재난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정,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재난위기 가정이 많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재난위기 가정이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난위기	
가정	지원사업	

재난위기 가정 지속 돌봄사업

재해 지역 이재민 중 특히 생활이 곤란한 재난위기 가

정(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세대, 독거 

세대, 조손 세대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을 달리하여 일괄 지원

이 아닌,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지원 세대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요청받아 각 세대별

로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00세대를 지

원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90만 원가량의 물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4회 재난위기 가정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

현대건설과 함께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도

움을 주는 제4회 재난위기 가정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

가 2014년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13박 14일 일정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수리 로드에는 89명의 자원봉

사자가 참여해 강원도 원주시를 시작으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전남 완도군, 충남 당진시를 돌며 도배・장

판 교체 등 집수리, 세탁 봉사, 마을 벽화 그리기, 장수사

진 촬영 등의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3월~12월 

지원 지역 춘천시, 수원시, 용인시, 청주시, 인천 남구·동구

지원 내용 1년간 세대별 90만 원 상당 물품 지원

사업 기간 2014년 7월 19일~8월 1일(13박 14일)

봉사 지역 강원 원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전남 완도군, 충남 당진시 

봉사 활동 상세 내역

집수리 161세대 

장수(영정)사진 촬영   575명

세탁 봉사 5,220kg 세탁

벽화 봉사 지역별 1곳씩 총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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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가정 세탁 지원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재난위기 가정(기초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세대, 독거세대, 조

손 세대 등)을 위해 봄철에 의류와 이불 등을 이동식 세

탁구호차량을 통해 무료로 세탁해줍니다. 또한 2014

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독거어르신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고 이동식 이불빨래방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5월~7월, 9월~11월

지원 지역 상반기 전국 순창군 등 12개 지역, 

  하반기 서울시 동작구 등 22개 구

지원 세대 1,677세대(상반기 1,046세대, 하반기 631세대)

재난위기 가정 연탄 지원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재난위기 가정(기초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세대, 독거세대, 조손 

세대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연탄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연탄 지원 지정기탁금과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부금으로 2014년 1월 12

일 서울 노원구 10세대에 2천880장, 11월 8일 영등포

구 쪽방촌 155세대에 1만5천 장, 은평구 15세대에 3천 

장, 12월 20일 강원도 원주시 12세대에 3천 장의 연탄

을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1월, 11월, 12월

지원 지역 서울 노원구·영등포구·은평구, 강원도 원주시

지원 세대 192세대, 연탄 23,880장 지원

희망 나눔 블로거

매 학기 대학교 학점 연계 온라인 봉사단을 꾸려 기후

변화,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희망브리지 온라인 

블로그에 담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정보와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문제에 대

한 책임감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재

능기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3월~12월(2014학년 1, 2학기)

활동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팅 수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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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는 국내 재해 피해 이웃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 재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구호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자연재해로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에서 별다른 지원 없이 열악하게 살아가는 

해외 소외 계층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호사업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

반타얀・바사이 군 3차 긴급 구호

2013년 11월에 발생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200만 

세대가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의 태풍피해 지

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 11월 14

일부터 시작한 현지조사를 거쳐 현지에서 쌀, 말린 생

선을 구입해 12월 4일부터 세부 바사이 군의 칸사이셔

스 마을 300세대에 쌀과 말린 생선, 설탕, 식용유, 방수

천막 등을 지원했습니다. 긴급식량뿐만 아니라 날아간 

지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수천막과 생리대, 칫솔 등 생

활용품을 함께 지원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3년 11월 26일~12월 4일

지원 지역 필리핀 세부 바사이 군 칸사이셔스 마을

지원 대상 300세대

지원 금액 1,300만 원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 생계 지원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1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

한 필리핀은 섬 전체가 거대한 난민촌이 되었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말 섬 마

라붓 군에 삼성물산 등에서 지원한 희망T를 전달하고 

피해 마을 주민들의 생계 지원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

다. 주민 대다수는 농・어업 종사자였는데 태풍으로 배

가 모두 난파됐고 종자와 씨는 휩쓸려 가버렸으며 논

밭은 황폐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하는 것을 목표로 채소 종자 2천 팩, 농기구 24세트, 

그물 100개, 모터보트 56척과 핸드트랙터 8대 등을 보

급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2월~9월

지원 지역 필리핀 사말 섬 서부 지역 마라붓 군 5개 마을

  (산 로크, 타크알랑, 벨로소, 레가서피 마을, 

  칼루와얀 등)

지원 대상 20개 마을 2,000세대

지원 금액 2억7,000만 원

24

Hope Bridge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25

사업 보고



아시아 3기 해외 봉사단 파견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국토 대부

분이 해발 10m이하의 낮은 지대로 매년 주기적으로 발

생하는 사이클론과 홍수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3기 해외 봉사 활동을 진행한 하

비간즈와 스리몽골은 매년 적은 비에도 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와 산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

는 지역입니다. 약사와 간호사가 포함된 아시아 3기 해

외 봉사단은 희망T캠페인 전달사업의 일환으로 완성

된 희망T를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영양 및 보건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충제 처

방, 피부염 치료, 미량 영양제를 지원했습니다. 또 지속

적인 방역 활동의 지원을 위해 연막 방역기 소독액(2천 

회분) 지원과 학용품, 노트북, 생계를 위한 긴급 식량

(쌀1,100kg과 염소 10마리)을 지원했습니다. 방글라데

시 사업은 교보생명, KT&G, 고려대83동문회, 무역보

험공사 등에서 참여한 기금으로 진행됐습니다.

봉사 기간 2014년 2월 15일~2월 22일

봉사 지역 방글라데시 하비간즈(Habiganz) 및 

  스리몽골(Sreemongol) 시

봉사 인원 17명

몽골 기후난민 보건영양 사업

희망브리지는 몽골 울란바타르 빈곤지역의 기후난민 

가정과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8~10시간 이상 떨어진 

돈드고비 아이막 쉐컹어워 솜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보건영양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간

호사 등으로 구성된 다함봉사단 의료진 7명과 봉사자 

25명은 쉐컹어워 솜 지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개별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진료 및 처방을 실시했으며, 울

란바타르 하닝마테리알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

축을 잃고 수도 외곽으로 이주해 온 기후난민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미량 영양소 및 비타민 보급 및 생계를 

위한 식량 지원을 실시하고 희망T 2천여 장을 전달하

였습니다. 몽골 기후난민 보건영양 사업은 우리은행, 

우리투자은행, 삼성생명,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대우

인터내셔널 등에서 참여한 기금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7월 25일~7월 31일

지원 지역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쉐컹어워 솜 지역

  울란바타르 시 성긴하이르 항구 하닝마테리알 

지원 대상 쉐컹어워 솜 지역 1,000명 이상 

  하닝마테리알 250여 명

봉사 인원 32명

해외 소외 계층 구호물품 지원

포스코건설과 함께 해외 소외 계층에게 구호물품을 지

원했습니다. 롱탄-저우자이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포

모사 제철소 현장이 있는 베트남 동나이 성 연짝 현과 

롱탄 현을 방문해 이 지역 소외 계층에게 신발류 1,038

켤레, 주방세제 194점, 수세미 534점, 생필품 3,179점, 

포스코건설 지원으로 구성한 구호키트 300세트 등 총 

5,245점의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입니다. 구호물

품 출고는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고, 2015년 1월 23

일 베트남에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구호물품 5,245점

전달식 2015년 1월 23일 베트남 동나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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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찾아가는 희망T캠페인

희망T키트를 교구재로 활용해 ‘미술 교육’에 ‘나눔과 

인성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희

망T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희망T캠페인은 기후변화 

학습, 인성 계발,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1석 3조의 교육

적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T셔츠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

하고 기후변화와 기후난민에 대해 학습하면서 기후난

민 어린이를 구호하는 나눔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좋은 평가

를 얻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참여 학생 전국 초·중·고·대학생 50여 개 학교 

 1,949명(후원액 기준) 참여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캠페인’이 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희망T캠페인은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구호품이자 

선물이 될 희망T셔츠와 영양 결핍에 직면한 어린이의 보건영양 사업에 사용되어 

기후난민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일시 기부를 통해 희망T캠페인 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키트를 활용해 직접 그린 희망T와 엽서를 희망브리지로 

보내면 나눔이 완성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희망T키트에 포함된 기금은 

해외 기후난민 어린이를 위한 보건영양 사업에 사용되며, 키트 하나 당 

7일분의 영양 결핍 치료식 가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캠페인’	Season	2

기업 및 시민이 참여한 희망T캠페인

희망T캠페인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모여 기부금

이 조성되고,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결과물이 수혜 

아동에게 전달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키트 제작부터 T셔츠 다림질, 선물 포장 등도 봉사자와 

시민들의 손길을 모아 진행하고, 캠페인 확산 전반에 

아우르는 활동들도 시민들의 참여로 최종 완성됩니다. 

2014년은 전문 봉사자 그룹인 캠페이너 리더들과 함

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상암MBC 광장에서 시민

들을 만났습니다. 11월 26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서는 서울메트로 임직원 30여 명과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저지와 기후난민 어린이에 대한 즉

각적인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14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상암MBC 앞 광장에서 

펼쳐진 페스티벌에서는 ‘곤’과 함께 기후난민 응원하

기, 희망버튼 그리기, 희망T그리기 행사 등 다양한 모

습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업 기간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참여 기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타이어 외 총 50여 개 기업 및 

 시민 18,828명(후원액 기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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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지역 주민, 봉사 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

가 등으로 구성・운영됩니다.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얻어 기본 과정 1일, 전문가 과정 1일의 

교육을 시행해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 대응 능력 및 

구호 서비스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교육 이수증을 발

급받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은 현장 구호 활동에 우

선적으로 파견됩니다.

사업 기간 2014년 4월 2일~11월 28일(총 25회 교육)

교육 대상 지역자율방재단 내 재해구호 담당자

교육 방법 권역별 집합 교육

교육 시간 8시간

교육 인원 3,314명

재해가 발생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재해구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해구호 활동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해 사전 교육 없이 재해구호 현장에 참여할 경우 효율적인 

구호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역량을 높이는 

재해구호 교육은 단기적인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호 활동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재난 대비 방법을 익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 재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재해 예방 인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 공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재해를 이해할 수 있게 어

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한 재해 예방 인형극 ‘우

리는 안전짱 친구들’을 희망브리지 봉사단 서울시립

대 봉사동아리 ‘YES UOS’ 회원들이 5~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

합니다. 동화 <양치기 소년>을 이야기 모델로 숲 속 마

을 동물 친구들이 일상에서의 재해 대비 방법과 태풍, 

집중호우 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노래와 

율동 등을 통해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사업 기간 2014년 4월 10일~12월 12일(총 23회 공연)

공연 대상 5~8세 어린이 및 미취학 아동

공연 장소 수도권에 위치한 가로 3m 이상 되는 교실 

 혹은 강당 

공연 시간 30분 내외(공연 후 간단한 재난 대비 교육 실시)

관람 인원 1,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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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재해구호 대학생 공익광고 공모전

젊은 세대가 가진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 ‘2014 재해

구호 대학생 공익광고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국민

안전처(구 소방방재청), 제일기획이 후원했으며, 예심

과 본심으로 나눠 총 421개 작품을 대상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등 총 10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대상은 소방방재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상 대학생

부문 필름 스토리보드, 인쇄광고(잡지, 신문)

접수 기간 2014년 4월 21일~4월 30일

참가 작품 421건

상금 총 550만 원

 대상(1팀) 200만 원, 최우수상(1팀) 100만 원, 

 우수상(3팀) 팀 당 50만 원, 장려상(5팀) 팀 당 20만 원

예심 2014년 5월 9일

본심 2014년 5월 21일

시상식 2014년 6월 24일

2014 희망브리지 사진 공모전

재난・재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난・재해 

시 피해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

반인을 대상으로 ‘2014 희망브리지 사진공모전’을 개

최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서울메트

로가 후원했으며, 중앙일보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한

겨레신문 김봉규 사진부 선임기자, 희망브리지 홍선화 

대외협력팀장 등 4명의 심사위원이 전체 출품작을 대

상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

수상 5점, 장려상 5점 등 총 13점을 선정해 시상했습니

다. 수상작들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관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대상 전국민

출품 형식 2014년도 촬영 디지털사진

접수 기간 2014년 9월 15일~10월 27일 

참가 작품 163점

상금 총 450만 원

 대상(1점) 100만 원, 최우수상(2점) 각 50만 원, 

 우수상(5점) 각 30만 원, 장려상(5점) 각 20만 원

심사 2014년 10월 28일

시상식  2014년 11월 28일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학래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위원 한중광 한국방송인회 부회장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백승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계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김중열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장

 윤용선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장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2014년 11월 7일 전국재해구호협회회관 회장실

시상식 개최

일시 장소 2014년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소방방재청장실

포상금 3,500만 원

2014년에는 7명의 재난 영웅이 생명수호지기로 선발

됐습니다. 대상은 2014년 1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수

심 1m의 얼음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한 정나미(30)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외에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침

수된 기장군 장안읍 마을에서 급류에 휩쓸릴 뻔한 4

개월 된 아이와 30대 엄마를 로프와 고무대야를 이용

해 구조한 구봉철(46)・손평조(46)・이대선(61) 씨, 지

난 9월 제주도 중문색달해변 인근 바다에 빠진 10대 남

매를 구조한 미국인 제프리 루크(38)・조엘 러번(38) 

씨,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다

가 2013년 10월에 별세한 故문명수 목사 등 총 7명이 

2014 생명수호지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이들에게 상패와 순금 반지(3돈), 총 3,500만 원의 상

금을 수여했습니다.

생명수호지기	선발 공모전
희망브리지는 매년 소방방재청과 함께 남다른 희생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한 재난 영웅을 ‘생명수호지기’로 선발합니다. 생명수호지기는 

관할 지자체의 실사과정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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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걸어온 길

조직도

임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갑작스런 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1961년 전국의 방송사와 신문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단체입니다. 1959년 840여 명의 

사망자와 37만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태풍 ‘사라’ 피해 돕기 

모금운동을 계기로 ‘전국수해대책위원회’로 첫걸음을 내딛고,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최초로 나눔 문화를 뿌리내렸습니다. 지난 2001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국내 유일의 법정 재해구호단체로 재도약한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협회	소개	

걸어온 길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 전개 

첫 해에 500만 개 판매

7월을 ‘재해구호의 달’로 지정

이리역 화약 폭발 사고 피해 지역에 

구호품 100여만 점 전달

8월 대홍수 피해 지역에 172억 원 지원

냉해 피해 지역에 200억 원 지원

호우 피해 지역에 280억 원 지원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법정 구호기관이 됨

태풍 ‘루사’ 피해 지역에 1,299억 원 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명칭 변경

태풍 ‘매미’ 피해 지역에 1,048억 원 지원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에게 670억 원 지원

1961

1964

1966

1967

1977

1984

1993

2001

2002

2003

강원도 양양 산불 및 태풍 ‘나비’ 피해 지역에 

118억 원 지원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의연금 배분의 총괄기관이 됨

태풍 ‘나리’ 및 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 지역에 

329억 원 지원

서해안 기름 유출 및 

호우 피해 지역에 44억 원 지원

강풍 및 호우 피해 지역에 88억 원 지원

태풍 ‘곤파스’ 및 호우 피해 지역에 370억 원 지원

연평도 포격 피해 지역에 37억 원 지원

태풍 ‘무이파’ 및 호우 피해 지역에 410억 원 지원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피해 지역에 

230억 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6억 원 지원

폭설 피해 지역에 1억 9천만 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억 원 지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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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최학래 한겨레신문 고문

부회장 송필호 중앙일보사 부회장

조대현 KBS 사장

안광한 MBC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한중광 (사)한국방송인회 부회장

이사 강호권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김석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종화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前 사무총장

박진열 한국일보사 사장

배석규 YTN 사장

백승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윤수경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이웅 한국신문잉크(주) 前 대표이사

이웅모 SBS 사장

임수흠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원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채수연 한국퇴직교원총연합회 상임대표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감사 백복순 한국교원총연합회 사무총장

조직도

총회

감사

경영

지원팀

회장

후원

개발팀

사무총장

상임이사

구호

사업팀

이사회
배분

위원회

재난

연구소장

배분

사무국장

대외

협력팀

재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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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나눔은	세상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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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참여를 클릭합니다

www.relief.or.kr

문자로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0095 
(1건당 2,000원)

전화 한 통화로 사랑을 전합니다 

060-701-1004 
(1통화당 2,000원)

후원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합니다

1544-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