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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사업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에 대항한 영웅들입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송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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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 자연 재난, 사회 재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최고의 모금·구호·배분 활동 전문 기관

• 재난 피해자들이 원하는 도움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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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가치 • 믿음을 주고 협력하여 하나가 된다.

• 전문 능력과 역량 계발의 최고가 된다.

• 자신감을 갖고 주인 정신으로 솔선수범한다.

• 창의력, 혁신과 장기적 시각을 발휘한다.

• 수평적 사고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 목표를 완수하고 책임을 진다.

• 칭찬과 격려 속에 산다.

•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

• 공공성 구현에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

• 현장과 고객에 초점을 맞춘다. 

2019년, 우리나라는 여러 재난으로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미세먼지의 공습으

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재난 문자가 울렸고,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 인제, 강

릉, 동해시까지 확산되면서 수많은 산과 들, 그리고 민가를 태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을

에는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에 상륙해 동해안을 휩쓸었습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로 큰 물난리를 겪

었던 경북 영덕 지역은 태풍 미탁으로 또다시 물바다가 되었고, 강원도 삼척은 토사와 함께 폭우가 들

이쳐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올해는 듣도 보도 못 한 재난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지난 2월에 국내

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들불처럼 번져 이름도 낯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

리 두기’를 하며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종교 생활

을 하는 것도,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  축하 자리도 어렵게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대한민국 국민은 재난 극복의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에 K방역, K구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씩씩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코

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방역하는 질병관리본부, 행정

안전부와 지자체 일선 공무원, 남모르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기꺼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 등 우

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에 대항한 영웅들입니다.

재난구호 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도 어떻게든 힘을 보태려고 안간힘을 쓰

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많은 성금을 모금하고 지원했습니다. 우한 귀국 교민 격리시

설, 자가격리자 및 생활지원센터, 재난 취약계층, 의료진 구호를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 중입니다. 지

난 59년간 그래왔듯이 국민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재난에서 희망으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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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오전 6시 29분께 전남 목포 산정동 신중앙시장과 인접한 먹자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해 39개 점포 가운데 16개 점포가 불에 탔다. 불이 난 식당가는 점포 

144개가 모여 있는 중앙시장과 2m 폭 크기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었

지만 다행히 불은 시장으로 옮겨 붙지 않아 대형 참사를 막았고, 이른 아침이라 

인명 피해도 없었다.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

➋

1월 24일 새벽 2시경 울산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물종합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78개가 불에 탔다. 건어물과 젓갈류를 판매하는 수산물종합동에서 불길

이 시작되어 1021㎡ 규모의 1층 건물이 모두 불에 타 내려앉았다. 다행히 시장 영

업이 끝난 뒤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제수용 상품을 대규모로 구

입해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컸다. 소방서 추산 피해 규모는 13억5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➌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월 4일 저녁 7시 17분쯤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

불이 강풍을 타고 인제, 속초, 강릉, 동해시까지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

했다. 특히 양간지풍(襄杆之風)으로 불리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삽시간에 

민가를 덮치면서 인명 피해와 함께 민가 125채가 전소되어 4000여 명의 이재민

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강원	산불➊

9월 6일~8일 역대 5위급인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

도 전역에 영향을 미쳐 큰 피해를 일으켰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이 발생

해 전남 신안군 흑산도 초속 54.4m, 가거도 초속 52.5m, 태안 북격렬비도 초속 

49.3m, 인천 서수도 40.1m 등을 기록했다. 3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

고, 민간시설 928곳·공공시설 2714곳 등 3642곳이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

도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인 7145ha에 이르렀다.

제13호	
태풍	링링

➍

10월 2일~3일 동해안에 영향을 미친 제18호 태풍 ‘미탁’의 강풍과 폭우로 인해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매몰되는 등 11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고, 영덕군 강구시장 70가구, 영천시 도동의 주택 4채, 성주군 

선남면 상가 10곳 등 수백 가구가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강구시

장은 2018년 태풍 ‘콩레이’에 이어 10월에 2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제18호	
태풍	미탁

➎

➊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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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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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2019 
해외	재난	뉴스

4월 21일(현지 시각) 오전 8시 45분쯤 스리랑카의 최대 도시 콜롬보의 성안토니

오 성당을 시작으로 성당과 교회 등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기독교 교회와 고급 호텔을 표적으로 삼은 연쇄 폭발 테러로 35개국

의 외국인과 3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290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테러 이틀 후 배후를 자처했다.

스리랑카	콜롬보	
연쇄	폭탄	테러

➋

4월 15일(현지 시각) 오후 6시 50분경 보수 공사 중이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

담 대성당 첨탑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첨탑과 지붕이 붕괴됐다. 약 10시간 만

인 16일 오전 4시경 화재가 진화됐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기금 모

금 캠페인을 하여 부분적으로 자금을 모아 대성당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독일의 쾰른 대성당,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과 함께 중세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3대 성당으로 프랑스 가톨릭의 상징이다.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➊

6월부터 유럽이 펄펄 끓어서 7월까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유럽 12개 국가

의 여름 최고 기온이 연일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하며 폭염이 맹위를 펼쳤다. 프

랑스에서는 최고 기온이 역대 최고인 46도까지 치솟았고, 벨기에·독일·룩셈부

르크·네덜란드·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40도를 넘는 최고 온도를 기록

했다. 네덜란드는 열사병으로 296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는 1435명이 

사망했다. 

유럽	폭염➌

9월 2일(현지 시각)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6개월 만인 

2020년 2월 13일 진화됐다. 뉴사우스웨일스주를 비롯해 빅토리아주 등 오스

트레일리아 남동부 해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한반도 면적(약 22만 km2)의 

85%인 숲 1860만 ha(약 18만6000km2)가 소실됐으며, 소방대원 10여 명을 포함

해 28명이 사망했다. 또한 캥거루, 코알라를 비롯해 약 12억7000여 마리가 산불

에 희생됐다.

호주	
초대형	산불

➍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최악의 홍수로 물에 잠겼다. 11월 12일(현지 시각) 이탈

리아 전역에 며칠째 호우가 쏟아지면서 베네치아의 90%가 침수됐다. 만조

가 겹쳐 바닷물이 도시로 들어오는 ‘아쿠아 알타’ 현상까지 겹치면서 수위는 한

때 187cm까지 치솟았다. 이는 수위가 194cm까지 올라 도시 전역이 물바다

가 된 1966년 이후 최악의 홍수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

포했다. 

베네치아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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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폭염,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해양 

사고, 감염병 팬데믹 등 국가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국 언론기관과 함께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

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국민 성금을 모금해오고 있습니다. 1961년부터 59년 동안 국민 여러분

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성금을 모아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총계

47,666,847,132원

모금

긴급 모금

기업 후원 모금

기타 모금

지원

의연금 지원

지역별 의연금 지원

사회 성금 지원

01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

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태풍, 홍수, 폭

염, 가뭄, 지진, 화재 등으로 재난 피해

를 입은 이웃들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내온 성금과 각종 구호품

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기관이자 국내 자연재

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

한 법정 구호단체입니다. 

모금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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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모금

43,666,134,041원

2  기업	후원	모금

3,606,828,280원

1 	국내	구호	사업(3,579,156,280원)
사업내용  구호 키트 제작 및 지원, 

  기프트하우스 지원,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 재해구호 사업, 임시 주거시설 지원, 

미세먼지 STOP 지원, 강원 산불 피해복구, 

지속돌봄 사업, 폭염 긴급구호 캠페인 등

2 	해외	구호	사업(27,672,000원)
사업내용 네팔 장기구호 등 

1 	의연금(5,682,779,038원)

1 태풍 링링 및 미탁 피해

모금 기간 2019년 9월 10일~12월 23일

모금액 5,582,186,695원

2 상시 기탁 의연금

모금 기간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모금액 99,800,551원

3 이자 수입

기간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금액 791,792원

2 	사회	재난	성금(37,983,355,003원)

1 목포 먹자골목 화재 피해

모금 기간 2019년 1월 10일~3월 1일

모금액 266,902,717원

2 울산 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모금 기간 2019년 1월 25일~2월 28일

모금액  285,736,680원(타기관 

배분 금액 : 5,000,000원 포함)

3 강원 산불 피해

모금 기간 2019년 4월 5일~8월 29일

모금액  37,339,492,643원 (타기관 배분 금액 : 

1,085,378,000원 포함)

4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모금 기간 2019년 9월 26일~12월 4일

모금액 80,782,800원

5 이자 및 기타 수입(ARS 기부, 문자 기부)

기간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금액 10,440,163원

1 	희망T캠페인(99,667,000원)

2 	희망싸개캠페인(45,655,380원)

3 	프롬디어스캠페인(13,208,100원)

4 	정기	및	일시	개인	후원(235,354,331원)

3  개인	후원	모금

393,884,8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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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

은 법정 구호단체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

니다. 또한 사회 재난 시에도 발생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지역 이웃들

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내온 성금과 각종 구호품을 지원합니다.

1  의연금	총	지원액	

5,495,710,000원 
(5,136세대)

1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피해 지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피해 현황 32,756세대

의연금 지원 165,710,000원(415세대)

     •현금 158,000,000원(158세대)

     •상품권 7,710,000원(257세대)

     •(2017~2019년 누적) 35,596,460,000원 

지원일 2019년 5월 2일~11월 7일(진행 중)

지원 결정 제38차 배분위원회 의결(2018년 5월 17일) 후속

2 	태풍	링링	피해

피해 지역 전남, 경기, 충남 등(15개 시·도, 125개 시·군·구)

피해 현황 485세대(인명 피해 13명, 주택 피해 72세대, 

  기타 피해 400세대)

의연금 지원 645,000,000원(478세대)

지원일  2019년 12월 27일~2020년 1월 10일(진행 중)

지원 결정 제43차 배분위원회 의결(2019년 12월 17일)

3 	태풍	미탁	피해

피해 지역 강원, 경북, 경남 등(12개 시·도, 115개 시·군·구)

피해 현황  4,258세대(인명 피해 26명, 주택 피해 134세대, 

  기타 피해 4,098세대)

의연금 지원 4,685,000,000원(4,243세대)

지원일  2019년 12월 27일~2020년 1월 29일(진행 중)

지원 결정 제43차 배분위원회 의결(2019년 12월 17일)

총계

43,324,683,5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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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로고시원	화재	피해	

피해 지역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피해 현황 인명 피해 18명(사망 7, 부상 11명)

성금 지원 3,800,000원(생계 지원 19명)

지원일 2019년 2월 26일

지원 결정 제184차 이사회 승인(2019년 2월 21일)

2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	피해

피해 지역 전남 목포시 산정동(원산) 먹자골목 상가

피해 현황 점포 피해 20개(직접 피해 11, 간접 피해 9)

성금 지원 257,762,000원(20명)

지원일 2019년 4월 29일

지원 결정 제185차 이사회 승인(2019년 4월 16일)

3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피해 지역 울산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피해 현황 점포 피해 77개

성금 지원 278,762,638원(77명)

지원일 2019년 4월 29일

지원 결정 제185차 이사회 승인(2019년 4월 16일)

4 	강원	산불	피해

피해 지역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피해 현황 인명 피해 3명, 주택 피해 553동, 기타 피해 4,124건

성금 지원 33,168,488,900원(1,015세대)

지원일 2019년 4월 30일 ~ 9월 10일

지원 결정 제186차 이사회(2019년 4월 29일) - 1차 긴급 지원

 제187차 이사회(2019년 7월 16일) - 2차 지원

* 2019년 당해 연도 지원 금액만 명시했습니다. 

* 금액(천원)

구분
소계 사망/실종 주택 전파 주택 반파 주택 침수 생계 지원 주택 소파 (지진)

세대 금액 인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서울 4 17,500 1 10,000 0 0 0 0 3 7,500 0 0 0 0

부산 5 40,000 3 30,000 2 10,000 0 0 0 0 0 0 0 0

대구 4 5,500 0 0 1 2,500 0 0 0 0 3 3,000 0 0

인천 15 35,500 0 0 0 0 4 20,000 3 7,500 0 0 8 8,000

울산 24 25,500 0 0 0 0 1 2,500 22 22,000 1 1,000 0 0

세종 10 10,000 0 0 0 0 0 0 0 0 0 0 10 10,000

경기 72 97,000 1 10,000 0 0 1 5,000 8 20,000 14 14,000 48 48,000

강원 1,061 1,186,000 1 10,000 17 85,000 31 77,500 1,012 1,013,500 0 0 0 0

충북 7 8,500 0 0 0 0 0 0 1 2,500 2 2,000 4 4,000

충남 48 88,000 1 10,000 1 2,500 1 5,000 17 42,500 12 12,000 16 16,000

전북 8 15,000 0 0 1 2,500 2 7,500 0 0 0 0 5 5,000

전남 525 588,500 0 0 2 7,500 5 22,500 119 159,500 112 112,000 287 287,000

경북 2,556 2,554,710 9 90,000 23 115,000 50 125,000 1,974 1,974,000 85 85,000 415 165,710

경남 762 779,500 1 10,000 0 0 1 5,000 3 7,500 210 210,000 547 547,000

제주 35 44,500 0 0 2 10,000 0 0 30 31,500 3 3,000 0 0

합계 5,136 5,495,710 17 170,000 49 235,000 96 270,000 3,192 3,288,000 442 442,000 1,340 1,090,710

2  사회	재난	성금	총	지원액

33,708,813,538원 
지원	(1,131세대)

* 2018년 종로고시원 화재 피해 성금 3,800,000원 포함(19세대)

지역별	의연금	지원

3  2019년	사업	현황
총계	

4,120,160,000원
* 계속 사업이라도 2019년 당해 연도 사업 금액만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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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호

1 	긴급구호키트	제작·지원

희망브리지는 재해 유형에 따라 특화된 물품을 사전에 세트화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

는 이재민과 재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맞춤 키트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2019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은행, LG

유플러스, 롯데그룹 유통부문, 삼성물산, 동서식품, KT, LH 등 많은 기업의 후원으로 제작한 구호키트를 태풍 및 산불 피해 이재

민과 쪽방촌에 전달했습니다.

LG유플러스 400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10월 4일

지원 내용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260세트 지원

  (강릉 200, 울진 60)

KT 370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10월 4일

지원 내용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200세트 지원(경북 동해)

 

기업은행 400세트 제작

롯데그룹 유통부문 350세트 제작

❷ 취사구호키트

기업은행 350세트 제작

❸ 폭염구호키트

새마을금고중앙회 214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7월 30일

지원 내용 남대문 쪽방촌 주민 214세트 지원

동서식품 330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7월 29일

지원 내용 창신동 쪽방촌 주민 330세트 지원

❶ 생필품키트  

동서식품 390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4월 15일, 10월 3일

지원 내용  강원 산불 및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150세트 

지원(강원 삼척)

삼성물산 320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10월 3일

지원 내용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320세트 지원(강원 삼척)

LH 1,000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10월 3일, 11월 14일

지원 내용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967세트 지원(경북 울진) 

및 독도 헬기 추락사고 25세트 지원

롯데그룹 유통부문(이불) 710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10월 3일, 11월 14일

지원 내용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100세트 지원(경북 울진) 

및 독도 헬기 추락사고 25세트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40세트 제작·지원

지원 기간 2019년 10월 4일

지원 내용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240세트 지원(경북 영덕)

긴급 구호

주거 지원

안전 지원

재난위기 가정 지원

재난 교육

해외 구호

사업

02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갑작

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

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물품세트 제작 및 

지원, 세탁구호차량을 이용한 재난 현

장 구호활동, 임시주택 제공 등 긴급 구

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

한 기업과 ‘재난·재해’라는 특색 있는 

분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희망브리지 봉

사단을 운영,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 사업 1918

2 	재해구호물품세트	제작·지원	위탁

재난·재해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비축했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공하는 재해구호물품

세트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와 함양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제작·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이

재민 구호활동을 전개합니다.

사업 기간 

2019년 1~12월

계약 체결 

17개 시·도에서 총 33건 9,466세트 계약

재해구호물자 종류

응급구호세트(남성 1인 기준) 담요(2), 칫솔, 세면비누, 

수건(2),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2), 면도기,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수면안대

응급구호세트(여성 1인 기준) 담요(2), 칫솔, 세면비누, 

수건(2),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2),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수면안대

취사구호세트(1세대 기준) 가스레인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휴대가방(타폴린)

재해구호물자 지급 대상

응급구호세트 대피시설에 있는 일시 대피자 및 주택 

침수·파손 피해 이웃에게 지원

취사구호세트 대피시설에서 귀가하는 이웃 및 주택 피해 

이웃에게 지원

지원(16,469세트)

응급구호세트 14,456세트

취사구호세트 2,013세트

위탁보관(23,315세트) 

응급구호세트 12,664세트

취사구호세트 10,651세트

시도별 지원 현황 
* 단위(세트)

시도  품명 응급구호(남) 응급구호(여) 취사구호 합계

서울 299 234 183 716

부산 278 288 66 632

대구 158 155 68 381

인천 232 251 83 566

광주 32 33 56 121

대전 98 108 21 227

울산 150 150 - 300

세종 43 43 - 86

경기 2,295 2,343 334 4,972

강원 1,084 1,100 - 2,184

충북 212 150 - 362

충남 - - - -

전북 436 449 - 885

전남 330 328 233 891

경북 1,126 1,129 742 2,997

경남 242 254 227 723

제주 213 213 - 426

기타 - - - -

계 7,228 7,228 2,013 16,469

응급구호세트(남) 응급구호세트(여) 취사구호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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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구호물품	지원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뜻하지 않은 재난 피해로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 미리 제작해둔 

구호물품세트를 피해 자치단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류, 식품, 생필품 등 구

호물품을 모아 전달합니다. 이재민들에게 지원하고 남은 물품의 경우 다음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물류센터에 비축합니다.

독도 헬기 추락사고 수습 지원 해경 및 민간 잠수사

물품  이불세트, 기업구호세트(LH), 생수, 식품류, 생필품, 

방한용품 등 10,357점/세트 지원

기간 2019년 11월 8일~18일

후원  롯데그룹 유통부문(이불세트), LH (기업구호세트), 

 이마트, BGF리테일(생수 및 생필품 등) 

수도권 재난 취약세대 

물품 황사마스크, 모포 3,700점 지원

기간 2019년 3월

경기 화성시 재난 취약세대 400세대 

물품 모포 400점 지원

기간 2019년 4월 9일

육군 제1공병여단 

물품 황사마스크, 면도기 12,295점 지원

기간 2019년 5월

노숙인 복지시설(서울 꽃동네 사랑의 집, 가교협동조합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

물품  체육복, 속옷, 생수(2L), 양말, 칫솔, 모포 등 18,852점 지원

기간 2019년 5~12월

목포시장 화재 피해 이재민 

물품 생수(2L), 식품류, 생필품 등 718점 지원

기간 2019년 1월 21일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이재민 

물품 라면, 쌀(10kg), 생수(500ml) 등 740점 지원

기간 2019년 2월 1일

후원 농협 하나로유통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4~5월)

물품 생수. 식품, 생필품, 생활용품 등 591,724점/세트 지원

기간 2019년 4~5월

경기도 수원시 삼환아파트 화재 피해 이재민

물품  기업구호키트(삼성물산), 생수(2L), 양말, 속옷 등 430점 

지원

기간 2019년 8월 20일

후원 삼성물산(기업구호세트)

태풍 피해 이재민 

물품 생수, 식품, 생필품, 생활용품 등 163,429점/세트 지원

기간 2019년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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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지역	세탁구호	활동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재난 현장 정리와 오염된 의류와 이불 등을 이

동식 세탁구호차량을 통해 깨끗하게 세탁해줍니다. 세탁구호차량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8kg 세

탁기 3대, 23kg 건조기 3대가 장착된 5톤급 특장차 2대, 18kg 세탁기 3대, 23kg 건조기 3대가 장착된 

7.5톤 특장차 1대 등 3대와 함께 20kg 세탁기 3대, 23kg 건조기 3대가 장착된 7.5톤 2대를 신규로 제

작해 모두 5대가 있습니다. 신규 세탁구호차량은 발전기 용량도 높여 보다 많은 현장에서 세탁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세탁차량 2대 운영

기간 2019년 4월 8일~6월 20일

장소 강원 고성군

운영인력  직원 18인, 운영 107인, 

 자원봉사자 97인

세탁량 978세대, 26,180kg

태풍 미탁 피해 지역 세탁차량 2대 운영

기간 2019년 10월 4~11일

장소 경북 울진, 경북 영덕, 강원 삼척

운영인력  직원 8인, 운영 6인, 

 자원봉사자 54인

세탁량 111세대, 7,060kg

세탁구호차량 2대 신규 제작

기간 2019년 4~12월

사업내용  20kg 세탁기 3대, 23kg 건조기 3대, 

발전기 70kW 장착된 7.5톤 2대 

제작

후원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유통부문

5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신규	모델	11동	제작

2010년부터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집이 완전히 파손되어 불편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버팀

목이 될 수 있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합니다. 2019년에는 기존 6×3m(약 5.5평) 크기에서 

9×3m(약 8.2평)으로 확장해 방 1개와 거실 겸 부엌으로 공간을 나눈 신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성인 

2~3명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전기·통신,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소화기 등

의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기간 2019년 9월~2020년 4월

후원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새마을금고중앙회

6 	재해	현장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실	지원

재해 발생 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롯데그룹 

유통부문 후원으로 제작한 이동식 화장실 1동과 이동식 샤워실 2동을 재해 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동식 화장실은 남녀 각 5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온수기를 설치해 겨울에도 온수 사용이 가

능합니다. 이동식 샤워실은 남녀 각 10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수기와 난방기가 설치되어 사

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19년 4~6월, 10~11월

지역  강원 고성군(4월 8일~6월 27일), 

강원 삼척시(10월 10일~11월 19일)

후원 롯데그룹 유통부문

7 	구호물품	긴급수송차량	제작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호물품 긴급수송차량 1대를 제작

했습니다. 롯데그룹 유통부문 후원으로 제작한 3.5톤 윙바디 차량은 구호물품을 좀 더 간편하게 상·

하차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적재공간이 넉넉해 한 번에 많은 구호물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19년 10~12월

지원 내용 구호물품 수송차량(3.5t) 1대 제작

후원 롯데그룹 유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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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	5

2015년부터 주택이 붕괴 위기에 있는 재난위기 가정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모듈러 주택을 영

구적으로 지원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고 심사단 실사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기프트하우스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9년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 5에서 충북 옥천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 각 1세대, 총 3세대가 기프트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4세대

에 기프트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기간 2019년 2~11월

지역  충북 옥천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

지원 대상 3세대

후원 현대엔지니어링

2 	주거환경	개선

2010년부터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

요한 피해 지역 주민을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직접 찾아가 도배, 장판 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등의 도

움을 줍니다. 협회의 대표 구호 사업으로 재해 시뿐만 아니라 비재해 시에도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기간 2019년 1~12월

지역 대구, 부산, 경기, 충북 등 

지원 대상 314세대

참여 인원 2,792명

후원  한화손해보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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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원

1 	심신안정실	지원

화재 및 재난 출동이 많고, 시설이 노후화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여 소방대원

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출동을 다녀

온 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소방대원들이 편안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와 산소발생기, 안마의자 등을 설치하여 소방대원이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보

다 강화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6년부터 KB손해보험 후원으로 2018년

까지 전국에 32개소의 심신안정실을 설치했습니다. 2019년 12월 인천 1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

기 이내에 전국에 11개소의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간 2019년 10월~2020년 5월

지역 및 수혜 대상 전국 119안전센터 11개소

후원 KB손해보험

3 	서울시	화재	피해	가정	지원

서울시 거주 화재 피해 이재민 중 특히 생활이 곤란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위로

금, 구호물품세트, 수혜 세대 필요 물품 지원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기간 2019년 1~12월

지역 서울시

수혜 대상 20세대

지원 내용  위로금 10,000,000원 

구호물품세트(이불, 주방용품) 

각 20세트, 수혜 세대 필요 

물품(가전제품 등) 20,000,000원

후원 한화손해보험

2 	기초	소방시설	지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재난위기 가정에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의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해 화재

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화재 취약세대는 전기·가스 시설의 노후화와 밀집형 구조 등으

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화재 감지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희망브리지는 화재 안전 장비를 확보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를 통해 화재 

예방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도와줍니다.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방기기 지원 사업

기간 2019년 10~11월

지역  서울(중구/강남구/강동구/은평구)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등 5개 지역 

수혜 대상 650세대

지원 내용  서울 중부·강남·강동·은평소방서, 

부산 동래소방서와 공동으로 

화재에 취약한 저소득층 세대에 

소화기, 단독형 화재감지기 등 

 화재 예방물품 지원

후원 GKL

전국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

기간 2019년 1~12월

지역 경기, 대구, 전북 등 3개 지역 

수혜 대상 전통시장 7개

지원 내용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인회도 일부 비용 부담

후원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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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가정	지원

1 	재난위기	가정	지원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거나 재해복구 후에도 미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재난위기 가정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대, 독거 세대, 조손 세대 등 포함)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장

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국

수혜 대상 취약계층 4세대 

지원 내용  전국 취약계층 대상

 수혜 세대 물품 20,000,000원

후원 CJ오쇼핑

2 	제9회	집수리로드	자원봉사

100명 가까운 대학생 봉사자들이 짧게는 8박 9일, 길게는 14박 15일 전국을 순회하며 재난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1회 집수리로드를 시작으로 9회를 

맞은 이번 집수리로드에는 9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8박 9일 일정으

로 충남 서천군,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를 돌며 도배·장판 등 집수리와 세탁차를 이용한 세탁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간 2019년 7월 22일~30일

지역  충남 서천군,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원 대상 집수리 72세대, 세탁봉사 139세대

참여 인원 98명

후원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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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

다. 본 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재난 현장에서 재해구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재해와 구호활동 체계, 재난발

생 시 구호활동,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견학, 지진 체험 및 화재 대피, 이재민 심리 지원, 역할 훈련 등

으로 진행됐습니다. 협회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2018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

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 2019년 7~11월

교육 대상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교육 장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교육 시간 7시간

교육 인원 13회 322명

3 	해외	재난·재해	구호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 선진 재해구호 제도의 조사와 전문기관 견학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난 대비와 재해구호 제

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의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재난·재해 

구호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한 민·관의 상호 지

원체계 구축과 재난 약자(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에 대한 구호 대책 마련과 협회가 중심이 된 지

자체 공무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기간 2019년 4월 17일~25일

대상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12명 

(재해구호 전문가 3명 포함)

장소 미국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4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	교육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견학, 화재 대피 훈련, 소화기 사용법 실습, 하임리히법 체험·실습, 심폐소생술 

실습, 재난 약자 체험 등 어린이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익혀야 할 재난 대처 방법을 희망브리지 안전 선

생님이 지도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후원으로 제작한 지진체험관 및 연기체험시설, 풍수해체험

관 등에서 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줍니다.

기간 2019년 8~10월

교육 대상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생 

1~6학년

교육 장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교육 시간 1일 4시간

교육 인원  17개교 1,076명

 (학생 1,015명 및 교사 61명)

5 	재난안전	인형극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한 재해 예방 인

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을 희망브리지 봉사단 서울시립대 봉사동아리 ‘YESUOS’ 회원들이 5~7

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합니다. 동화 <양치기 소년>을 이야

기 모델로 숲속 마을 동물 친구들이 일상에서의 재해 대비 방법과 태풍, 집중호우 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노래와 율동 등을 통해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기간 2019년 3~11월 

대상 5~7세 어린이 및 미취학 아동

장소  수도권에 위치한 가로 3m 이상 

되는 교실 혹은 강당, 서울 뚝섬 

자벌레공연장

공연 횟수  총 18회 (각 회당 30분 내외, 공연 후 

간단한 재난 대비 교육 실시)

관람 인원  961명

공연 참여 자원봉사자 109명

2 	재난구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의연금품 및 구호물품 지원 등 이재민 구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자체와의 

재난구호 협력 강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시·도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과 시·군·구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구호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업무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이재민 구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활동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했습니다.

기간 1차 2019년 4일 2일~3일

 2차 2019년 4월 4일~5일

 3차 2019년 4월 9일~10일

워크숍 대상  시·도 및 시·군·구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워크숍 장소  제주시 ㈜오션스위츠

참석 인원  103명

재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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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호

1 	파키스탄	신드주	우메르콧	가뭄	피해	지역	영양	및	의료	지원	프로그램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우메르콧은 가뭄으로 인한 식수·식량 부족으로 열악한 위생환경 탓에 임산

부와 산모, 5세 미만 아동은 매우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대

로 받을 수 없어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희망브리지는 파키스탄 현지 NGO인 

Community World Service Asia(CWSA)와 함께 2대의 차량으로 이루어진 이동식 병원에서 의료 

취약계층 1만7309명에게 전문 의료진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 9660명

을 대상으로 영양 인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파키스탄 신드 주 우메르콧 

(Pakistan Sindh Privince 

Umerkot District)

기간 2019년 1~7월

사업내용  이동식 병원을 통해 가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영양 인지 증진 교육 통해 영양에 

대한 인식 개선

2 	방글라데시	실헷주	하비간즈시	어린이	영양·보건	지원	프로그램

최빈국으로 분류돼 있는 국가 방글라데시 북동쪽에 위치한 하비간즈 지역은 60%가 저지대 습지로 

대다수 주민이 빈곤층으로 방글라데시 전체 평균보다 열악한 지역입니다. 염분 및 중금속 등으로 인

해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열악한 하수시설까지 더해져 수인성 질병 등이 만연해 어린이 및 산모, 노인

들의 영양결핍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에 희망브리지는 의료봉사 단체인 다함봉사단(의료진 5명, 자원

봉사자 12명)과 함께 식수 및 위생·보건 사업을 위한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1040명의 환자를 진

료하며 이 지역의 주요 질환을 파악했습니다.

지역  방글라데시 실헷주 하비간즈 시 

(Bangladesh Sylhet District 

Habiganj Upazila)

기간 2019년 3~8월

사업내용  2020년 시행 예정인 

 식수 및 위생 보건 사업을 위한 

 사전답사(3월 9~15일), 현장 조사 

 및 의료봉사(7월 3~11일), 

 2020년 식수 및 위생·보건 사업 

 관련 계획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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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형	재해구호지원센터	설립	종합계획(안)	수립

최근 다양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구호활동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

여 지역적 관할 범위의 한계 극복뿐만 아니라 물자 중심의 물류센터 형태에서 발전된 재난 피해자의 

임시수용, 상시적 재난 교육 및 안전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재해구호지원센터 설립 계획

을 수립했습니다.

연구활동

연구활동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재난안전
연구소	

03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는 

재난 대비 및 재난 피해 경감을 위한 

더 나은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중심의 단기적인 이재민 구호에

서 개인 및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생

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재난 복

지와 지역 레질리언스 향상을 위하여 

재난안전 분야 세미나 개최, 공무원·

시민단체·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훈

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민

간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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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포럼	개최

1 	제8회	글로벌	위기관리	심포지엄	공동	개최

국가별 다양한 경험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8회 

글로벌 위기관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네팔, 태국 등지에서 60여 명의 학

자, 전문가가 참여해 44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간 2019년 6월 13일~15일 

주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미래 재난 대응

주최  재난안전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

장소 제주연구원

기간 2019년 7월 22일

주제  재난 발생 후 관광방재, 관광 복구를 

통한 지역 발전

주최  재난안전연구소,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강원연구원, (일본)간사이카구잉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 

장소 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

2 	제2회	강원의	발전을	생각하는	국제	인문학	포럼	공동	개최

2019년 발생한 강원도 산불 재난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안전’을 확보하여 ‘관

광 복구’와 같은 방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국제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에게 듣는 재해 극복과 관련된 해외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도출했습니다.

3 	재난안전연구소	제1회	국제	세미나	개최

재난 이후 일시적 구호활동을 넘어선 중장기적 구호활동을 통하여 지역 재생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 사례를 소개해 향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재해구호 활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우리나라의 태안 기름 유출,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의 사례 발표를 통해 피해 이웃

들의 심리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간 2019년 9월 17일

주제 재난·재해와 지역 부흥

주최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장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회의실

4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	개선	정책	포럼	개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재난의 대응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 이후의 

복지와 지역 회복을 위해 민·관, 민·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난구호·지역 재생

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정계·학계·재계·봉사단체·언론계 

등에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기간 2019년 11월 28일

주제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 개선

주최  전국재해구호협회, 문희상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이양수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한겨레신문, 한림대학교, 

강원연구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간 2019년 12월 17일 

주제  재난안전연구소 이전 개소 기념 세미나

주최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장소 희망브리지 홀

5 	재난안전연구소	이전	개소	기념	세미나

2019년 12월 재난안전연구소 이전 개소 기념으로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협회와 재난안

전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비전을 선포하고, 향후 재해구호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포용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	공동	세미나	개최

다양한 재난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포용적 안전사회 구축을 모색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재난관리와 관련한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향후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협업 과제를 심

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기간 2019년 12월 18일~19일

주제  포용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 공동 세미나

주최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UNIST 안전정책 및 디자인 연구실,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제주연구원

장소 제주연구원

재난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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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T캠페인

희망싸개캠페인

프롬디어스캠페인

참여형	
캠페인

04

기후난민은 기후변화 또는 홍수나 가

뭄,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집을 

포기하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난 사람

들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의 주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수될 위기에 놓인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

요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입니

다. 희망브리지는 기후변화로 고통받

고 있는 기후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

인을 진행 중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협받는 기후난민 어린이들은 희망T캠페인을 통해 후원자들의 마음이 담

긴 희망T와 함께 영양결핍 치료식 등 영양·보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금 2만5000

원을 기부하면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부터 기후난민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극심해지고 심지어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하

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에 사는 주민은 자신들의 오랜 거주지가 바닷물에 잠겨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침수가 잦은 방글라데시 상습 재난 지역을 비롯해 몽

골,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 국가 5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희망T와 함께 영양식을 전달하고, 의료·

보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기간 2019년 1~12월

참여 인원 3,987명

지원 희망T 31,200장

지역  몽골 울지뜨, 방글라데시 포스침디/

테고리아, 파키스탄 우메르콧, 

필리핀 바콜로드

참여 기업 및 단체

  CJ, DGB, KB, KSCY, 농협, 두산, 

롯데, 삼성, 아시아교류협회, 

아이빛연구소, 울산시설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현대 등

희망T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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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출산을 앞둔 기후난민 산모와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희

망싸개캠페인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산모에게 출산키트와 함께 캠페인 참여자가 직접 

만든 ‘신생아용 싸개(손싸개와 속싸개)’를 전달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

원합니다. 2019년에는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우메르콧(Umerkot) 지역을 비롯하여 3개 국

가 4개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희망싸개와 함께 가정용 출산키트를 전달하고, 의료·보건 사업

을 진행했습니다.

프롬디어스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저지해달라는 지구의(From the Earth) 메시지와 기후변화에 대응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도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참여형 팔

찌 기부 캠페인입니다. 프롬디어스 팔찌는 지금 이 순간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곳곳(지구, 

아시아, 아프리카, 북극)을 상징화하여 지구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간 2019년 1~12월

참여 인원 2,283명

지원  희망싸개 10,150점

지역  몽골 울지뜨, 방글라데시 포스침디/

테고리아, 파키스탄 우메르콧

참여 기업 및 단체 

 CJ, KB, 롯데, 삼성, 현대 등

기간 2019년 1~12월

참여 인원 1,348명

희망싸개캠페인

프롬디어스캠페인

참여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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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사

1 	이승엽·김현정	희망대사	위촉

희망브리지는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였던 국민타자 이승엽 씨와 한국화의 아이돌로 불리는 동양화

가 김현정 씨를 희망브리지 희망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승엽 씨는 재난위기 가정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50개의 사인 볼을 준비한 데 이어 강원 산불에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김현정 

씨는 4개월의 작업 기간을 통해 공들여 완성한 2020년 캘린더 ‘내숭달력’ 50부를 희망브리지 후원자

들을 위해 선물했습니다. 앞으로 이승엽·김현정 희망대사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도움의 손길

이 절실한 국내 재난·피해 이웃과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기후난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위촉식 2019년 1 월 15일(이승엽 위촉)

 2019년 2월 17일(김현정 위촉) 

장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회의실(이승엽 위촉)

 희망브리지 홀(김현정 위촉)

2 	울트라	코리아	2019(Ultra Korea 2019)	‘로즈	채리티’

아시아 최고의 뮤직 페스티벌인 ‘울트라 코리아 2019’에 참가해 ‘로즈 채리티’라는 콘셉트의 자선 프로

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로즈 채리티’는 6월 장미 개화기를 맞아 붉은 장미의 꽃말인 ‘정열’과 희망브리

지 로고 색깔인 ‘사랑’의 의미가 합쳐진 콘셉트입니다. Eat, Play, Love(먹고, 즐기고, 기부하라!)를 슬로

건으로 내세우고 로즈 채리티 홍보 부스를 방문해 4000원을 기부하면 참여의 징표로 장미 팔찌를 선

물로 증정했습니다. 사흘간 모아진 기금은 재난위기 가정의 여름나기를 지원했습니다.

기간 2019년 6월 7일~10일

장소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AMG 스피드웨이)

부스 방문 인원 49,000명

2019 행사

참안전인 선발

공모전

홈페이지 개편

MOU 체결

애드보커시	
활동

05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 

피해자들을 돕는 데 있어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민·관 협력, 민·민 협

력을 통해 하면서 재난·재해 피해 및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

는 등의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또 각종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재난 영

웅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참안전인’, 

재난·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

하기 위한 공익광고 및 재난사진 공모

전 개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위아자나눔장터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한 수익금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위아자나눔장터’에 처음 참여했습니

다. 희망브리지 임직원들이 기부한 개인 물품을 모아 판매 부스를 운영했고,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기간 2019년 10월 20일 

장소 광화문 일대

부스 방문 인원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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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 ShakeOut Korea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지점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 지진 2주년을 기억하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결유치원 7세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셰이크아웃’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실

시한 셰이크아웃은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지진 대비 훈련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

정 아래 Drop(바닥에 주저앉고), Cover(책상이나 테이블 등 밑으로 몸을 피하고), Hold On(60초간 버

티고)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날 훈련에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종이 식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간 2019년 11월 20일 

장소 희망브리지 홀

참여 25명

5 	감사의	밤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전했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재난 현장을 수습하느라 밤잠 못 자고 애쓴 지자

체 공무원 등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희망대사인 방송인 이

성미 씨가 사회를 맡아 동양화가 김현정 씨의 희망대사 위촉,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

행됐습니다. 이날 수여한 감사패는 강원 산불에 탄 나뭇가지를 활용해 강원도가 고향인 양철모 작가

와 강원 지역 작가분들이 캘리그래피 작업을 한 아주 뜻깊은 상패입니다. 한편 희망브리지와 MOU를 

체결한 매드소울차일드 소속의 뮤지컬 가수 박광선 씨가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대상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자체 공무원

기간 2019년 12월 17일 

장소 희망브리지 홀

참석 인원 60여 명 

6 	2019	자원봉사자의	날	

2019년 한 해 동안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 피해 이웃들을 위한 현장 구호 활동, 열악한 주거환

경으로 고통받는 재난위기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 우리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희

망브리지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방송인 정시연 씨의 사

회로 2019년 우수 자원봉사자와 봉사동아리에 대해 포상하고, 다년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장

기 봉사자를 대상으로 기념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영예의 2019 자원봉사 대상은 강원

대학교 동아리 디제이강(DJ.KANG) 회장 출신인 김수진 씨가 수상했습니다.

대상 자원봉사자

기간 2019년 12월 28일 

장소 희망브리지 홀

참석 인원 100여 명

참안전인은 각종 재난, 안전 사고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다른 희생 정신을 발휘해 이웃

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 용감하고 의로운 의인의 공로를 기리고자 희망브리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

로 시상하는 상입니다. 2019년 참안전인상은 박명제, 신봉철, 어두훈, 강인옥, 이수형, 양만열, 최창호, 

손형권, 이수찬, 유동운, 박종훈, 김영근, 이병형, 이요한 씨 등 모두 14명이 수상했습니다. 참안전인상

은 각 부처·지자체, 언론기관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를 통

해 국민 추천으로 이뤄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

해 확정합니다. 2015년 추자도 낚시 어선 사고 시 인명을 구조한 완도 어민 부부를 제1호로 4년간 총 

37명의 의인이 참안전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위원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장

전상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사회재난과장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11월 27일

시상식 개최 2019년 12월 18일

포상금 22,400,000원

참안전인	선발

애드보커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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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국민

출품 형식 디지털 사진

작품 접수기간 2019년 3월 4일~27일 

참가 작품 수 502점(전문 41점, 일반 461점)

수상작 수 40점(전문 9점, 일반 31점)

상금  총 640만 원, 대상(대통령상) 1점 100만 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점  50만원,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8점 각 30만 원, 

 장려(주관·후원기관장상) 20점 10만 원,          

 입선(증서) 10점 5만 원

시상식 개별 시상

공모전

2 	재난사진	공모전

재난·재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난·재해 시 피해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

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재난사진 공모전에 후원사로 참여했

습니다. 일반인과 사진기자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접수받아 모두 8점을 시상했습니다. 

수상 작품은 공익광고, 재난·재해 피해자 모금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상 대학생

부문  기획서, 영상광고, 인쇄광고, 옥외광고, 

온라인광고, 이노베이션

작품 접수기간 2019년 4월 17일~24일

참가 작품 수 417건(희망브리지 부문)

상금 총 100만원

심사 1차 예심, 2차 본심 등 2단계로 진행

시상식 2019년 7월 11일 

홈페이지	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공식 홈페이지 및 모금 캠페인 사이트, 모

바일 등 6개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58주년 창립 기념일인 7월 13일에 맞

춰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

으며, 모금 마케팅에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또 UI·UX를 개선

해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19 웹어워드에서 협단체분

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MOU	체결
희망브리지는 재난·재해 발생 시 성금 모금을 독려하고,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 등 구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금 모금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한 인

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구호활동 선진화, 사회 공익 증진, 나눔 문화 조

성 및 발전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게 됩니다. 중앙고속의 경우 고속버스 

50대에 재난·재해 사고 모금을 홍보하는 희망브리지 광고를 1년간 무상

으로 게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1월 30일) 

농민신문사(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사(2월 26일)

매드소울차일드(3월 5일)

(주)중앙고속(6월 5일)

(재)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6월 17일)

서울특별시(7월 10일)

행정안전부, (주)이마트24(7월 10일)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7월 18일)

(주)유씨코리아(8월 19일)

경상북도(9월 3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10월 22일)

원불교봉공회(10월 29일)

일본케어핏공육기구(12월 17일)

1 	공익광고	공모전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젊은 세대가 가진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난·재해에 대

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일기획 대학생 광고 공모전 ‘제40회 

아이디어 페스티벌’의 특별상 부문의 공익 브랜드로 참여했습니

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아이

디어를 주제로 광고 기획서, 영상광고, 인쇄광고, 옥외광고, 온라

인광고, 이노베이션 등 6개 부문에 417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고조시키기 위해 응급 박스에 미세먼지 마스크

를 전시하는 ‘Emergency Mask’ 작품이 희망브리지 특별상을 수

상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유도 광고인 

‘미세먼지 비상구’ 작품이 본상 대상을 수상했고, 이 외에도 은상 

2작품, 동상 2작품이 배출됐습니다. 수상 작품은 온라인 마케팅, 

공익광고, 홈페이지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9.����������_420x594.indd   1 19. 3. 13.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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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임원 및 회원

협회	소개

06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갑작

스러운 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

기 위해 1961년 전국의 방송사와 신문

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단체입니다. 지난 2001년 재

해구호법 개정으로 국내 유일의 법정 

재해구호단체로 재도약한 희망브리

지는 ‘재난에서 희망으로’라는 슬로건

을 내세우고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

을 위로하고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

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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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1977 
• 이리역 화약 폭발 사고 피해 

지역에 구호품 100여 만 점 전달

1993 
• 냉해 피해자 200억 원 지원

2001 
• 호우 피해자 280억 원 지원

•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법정 

구호기관이 됨

1961
•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1964 
•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1966 
•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 전개, 

첫 해에 500만 개 판매

1967 
• 7월을 ‘재해구호의 달’로 지정

2010 
• 태풍 ‘곤파스’ 및 호우 피해자 

370억 원 지원

2011 
• 연평도 포격 피해자 37억 원 지원

• 태풍 ‘무이파’ 및 호우 피해자 

410억 원 지원

2012 
•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피해자 230억 원 지원

2002 
• 태풍 ‘루사’ 피해자 1,299억원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명칭 변경

2003 
• 태풍 ‘매미’ 피해자 1,048억 원 지원

• 대구 지하철참사 피해자 670억 원 

지원

2005 
• 강원도 양양 산불 및 태풍 ‘나비’ 

피해자 118억 원 지원

2013 
• 집중호우 피해자 6억 원 지원

2014 
• 폭설 피해자 1억9,000만 원 지원

• 집중호우 피해자 1억 원 지원

2014 
• 폭설 피해자 1억9,000만 원 지원

• 집중호우 피해자 1억 원 지원

2015 
• 의정부 화재 피해자 1억9,000만 원 

지원

• 집중호우 피해자 1억 원 지원

• 세월호 피해자 59억 원  지원

2006 
•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의연금 

배분의 총괄기관이 됨

2007 
• 태풍 ‘나리’ 및 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자 329억 원 지원

2008 
• 서해안 기름 유출 및 호우 피해자 

44억 원 지원

2009 
• 강풍 및 호우 피해자 88억 원 지원

2016 
• 세월호 피해자 6억 원  지원  

• 경주 지진 피해자  36억 원 지원

• 태풍 ‘차바’ 피해자  84억 원 지원

2017 
• 집중호우 피해자 41억 원 지원

•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 75억 원 

지원

• 포항 지진 피해자 251억 원 지원

2018 
•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 1억 원 

지원

• 태풍 ‘솔릭’ 피해자 18억 원 지원

• 태풍 ‘콩레이’ 피해자 14억 원 지원

2019 
• 포항 지진 피해자 1억 원 지원

•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 피해 

상인 2억 원 지원

•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  2억 원 지원

• 태풍 ‘링링’ 피해자 6억 원 지원

• 강원 산불 피해자 332억 원 지원

• 태풍 ‘미탁’ 피해자 46억 원 지원

협회 소개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양승동 KBS 사장

이사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김상봉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김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전)사무총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사장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변재운 국민일보사 사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손인웅 한국교회봉사단 명예회장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윤희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이상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업지원실장

이영성 한국일보사 사장

정찬형 YTN 사장

조성부 연합뉴스 대표이사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하승봉 농민신문사 대표이사

한중광 한국방송인회 부회장

감사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대표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직위 성명 소속

회원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박성제 MBC 대표이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정훈 SBS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윤수경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장

이병규 문화일보사 회장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웅 한국신문잉크㈜ 전)대표이사

이인용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정희택 세계일보사 사장

채수연 한국퇴직교원총연합회 상임대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한영수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 2020년 5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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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나눔 참여를 클릭합니다.

www.relief.or.kr

문자로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0095
(1건당 2,000원)

전화 한 통화로 사랑을 전합니다.

060-701-1004
(1통화당 3,000원)

후원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합니다.

국민은행 

054901-04-154989
(예금주:전국재해구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