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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재해 발생 지역의 긴급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피해 이웃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통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면 피해 이웃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전화 1544-9595



발행인 송필호  

발행일 2018년 4월 20일  

발행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주소 우)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TEL 02-3272-0123  

FAX 02-3272-0122  

디자인 d'age

나눔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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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은 세상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2017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연차보고서

www. relief.or.kr

contents

03  보고의 말씀

  2017 국내외 재해 뉴스

04  국내 재해

06  해외 재해 

08  사업 보고 

09  국내 자연재난 긴급구호 사업

13  국내 재난위기가정 지원

18  인도적 지원 활동

21  교육·연구 사업

24 희망T 캠페인

25 희망싸개 캠페인·프롬디어스

26  참안전인 선발

27  공모전

28  의연금품 보고

29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32  국내 재해 의연금·성금 지원

33  지역별 의연금 지원

36  협회 소개 

38  걸어온 길

39  조직

40  임원 및 회원



3

보고의 말씀

재난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재난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허둥대고, 무방비 상태에 놓입니다. 태풍, 폭우, 가뭄 같은 익숙한 재난은 

어느 정도 극복할 방도가 생겼으나 처음 맞닥뜨리는 재난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 지진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저 남의 나라 일인 줄만 알았던, 그래서 

대비초자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지진은 어느덧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까지 

겪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제천, 밀양 화재 참사는 화마가 할퀴고 간 상처보다 

인재(人災)라는 뼈아픈 지적에 더욱 상처가 깊고 아팠습니다. 부실한 예방과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오르며,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도 어떻게든 조그마한 힘을 보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자세를 새롭게 갖추어 불의의 재난에 맞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재난은 물론 갖가지 다양한 재난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 정보의 디지털화, 이제 시작합니다.   

재난 정보의 디지털화 
이제 시작합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송 필호

 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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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on

Value

Vision

 비전

•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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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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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집중호우

7월 대한민국 수도권, 경기도, 충청도 그리

고 강원도 북부에 걸쳐 집중호우가 발생

해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충북 청주

시는 7월 16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새 최고 290mm의 물폭탄이 쏟아졌

다. 이날 강수량은 1995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우로 기록됐다. 이번 폭우로 청주

와 괴산, 증평, 보은, 진천 지역에서 7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

다. 재산 피해도 600억 원에 육박했다. 

포항 지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포항시 북구 

북쪽 9㎞, 북위 36.10도, 동경 129.37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포항

시 흥해읍 부근이며 진원 깊이는 9㎞로, 약 

15㎞였던 경주 지진보다 지표면에 더 가까

웠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역대 가

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6일

에 치를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으며,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시 하

소동에 있는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

센터 지상층 두손사우나헬스(두손스포리

움)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

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천장 구

조물에 불이 옮겨붙었다. 또한 2층 여성용 

목욕탕에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었

고, 대피를 유도한 직원도 없었으며, 주 출

입구도 고장 나 피해가 더욱 컸다.

2017 
국내
재해 뉴스

여수 수산시장 화재

1월 15일 새벽 2시 29분쯤 전라남도 여수

시 교동에 위치한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상인들의 터전인 116개 

점포가 잿더미로 변했고, 직간접적으로 

137개 점포가 약 70억 원 상당의 재산 피

해를 입었다. 다행히 시장 영업시간이 아

닌 때에 불이 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여수 

수산시장은 1개 점포당 6.6㎡(2평) 크기로 

벽이 없이 좌판 형태로 운영돼왔다.

1

강릉, 삼척, 상주 산불

황금연휴의 막바지이던 지난 5월 6일, 7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영덕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 

수백 헥타르가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산불이 일어난 강릉, 삼척 등 동해

안 일대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

이 분 데다 건조특보까지 더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야산에서 일어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민가를 덮치

면서 민가 33채가 전소되고 311명의 이재

민이 발생했다.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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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진

멕시코에서 9월에만 두 차례 강진이 발생

해 400명이 사망했다. 9월 7일 자정(현지

시간)이 가까운 시각 멕시코 남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8.1의 강진으로 100명이 목숨

을 잃었다. 이 지진은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19일 오후 1시

경(현지 시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중남

부 지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해 300

명이 사망했다. 이날 지진은 1985년 1만 명

의 목숨을 앗아간 멕시코 대지진이 일어난 

날이어서 충격이 더했다.

허리케인 어마 

9월 6일 카리브해에 상륙한 허리케인 ‘어

마’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들을 초토

화시켰다. 어마는 시속 295km의 강풍을 

동반한 카테고리 5 규모의 대형 허리케인

으로 프랑스령 생마르탱과 네덜란드령 신

트마르턴, 영·미령 버진아일랜드, 영연방

국 앤티가 바부다, 영국령 앵귈라, 쿠바, 푸

에르토리코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어마

는 12일 소멸할 때까지 69명이 사망하고, 

490억 달러(약 55조3,4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란, 이라크 지진

11월 12일 밤 9시 48분(현지 시간)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대에서 진도 7.3의 강진이 

발생해 2017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지진 

사망 피해 가운데 최대 규모인 415명이 사

망했다. 지진은 이라크 북동부 마을에서 

일어났지만 인명 피해는 진원지에서 가까

운 이란 케르만샤주 쿠르드족 마을 사르

폴에자합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란과 

이라크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아랍에

미리트, 터키,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다. 

2017 
해외
재해 뉴스

영국 그렌펠타워 화재

6월 14일 오전 1시경(현지 시간) 영국 런

던 서부 노팅힐 부근 켄싱턴에 위치한 24

층 아파트(120가구 거주)인 그렌펠타워에

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불은 

2층의 고장 난 냉장고에서 시작해 삽시간

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으며, 사고 이후 소

방차 40대가 출동했으나 불길을 잡기까

지는 6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사고로 현

장에서 70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산

모의 배 속에 있던 태아를 포함해 총 71명

이 공식 사망자 수로 집계됐다. 

1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10월 1일 오후 10시 5분(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관광지인 하비스

트 91번지 맨덜레이 베이 호텔(Mandalay 

Bay Hotel) 카지노 거리에서 총기 난사 사

건이 발생해 58명이 사망했다. 범인은 맨

덜레이 베이 호텔 32층 방에서 컨트리 뮤

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콘서트장을 향해 총

기를 난사했으며, 현장에 모인 관중은 스

피커 음향과 소음 등으로 인해 총성을 폭

죽 터지는 소리로 착각하여 빨리 대피하지 

못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컸다.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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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

Hope Bridge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사업
보고

국내 자연재난 긴급구호 사업

국내 재난위기가정 지원

인도적 지원 활동

교육·연구 사업

희망T 캠페인

희망싸개 캠페인

프롬디어스

참안전인 선발

공모전

국내 자연재난 긴급구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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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구호단체입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긴급구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해 구호물품 세트 제작 및 공급, 세탁 전문 차량을 이용한 세탁 구호 활동, 기존의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탈피한 쾌적한 임시주택 제공 등 피해 이웃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ur  work

재해구호물품세트 

지원 사업

재해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

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비축했다가 재

해가 발생했을 때 제공하는 재해구호물

품세트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와 함양재해구호

물류센터에서 제작·공급함으로써 효율

적인 이재민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1 사업 기간 2017년 1~12월

위탁 세트 17개 시·도에서 총 35건 12,214세트

세트 구분 응급구호세트 대피 시설에 있는 일시 대피자 및 주택 침수·파손 피해 이웃에게 지원

 취사구호세트 대피 시설에서 귀가하는 이웃 및 주택 피해 이웃에게 지원

세트 구성 응급구호세트(남) 담요(2), 칫솔, 세면비누, 수건(2),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내의(2), 면도기,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수면안대

 응급구호세트(여) 담요(2), 칫솔, 세면비누, 수건(2),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내의(2),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수면안대

 취사구호세트 가스레인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휴대가방(타포린)

지원 14,307세트

 응급구호세트 10,732세트  추가품목세트 1,204세트  취사구호세트 2,371세트

보유 39,201세트

 응급구호세트 21,325세트  추가품목세트 4,572세트  취사구호세트 13,30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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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원 내역

시도  품명 응급구호 (남) 응급구호 (여) 추가품목(남) 추가품목(여) 취사구호 소계

서울 354 353 31 32 188 958

부산 25 20 14 10 11 80

인천 225 196 70 70 83 644

대구 99 100 - - 141 340

광주 42 43 - - - 85

대전 - - - - 45 45

울산 - - - - - 0

세종 - - - - - 0

경기 1,120 1,076 - - 1,251 3,447

강원 900 933 250 250 - 2,333

충북 - - - - - 0

충남 278 277 - - - 555

전북 70 70 - - 163 303

전남 1,062 1,193 188 257 191 2,891

경북 723 722 - - 260 1,705

경남 236 237 16 16 30 535

제주 135 165 - - - 300

기타 41 37 - - 8 86

계 5,310 5,422 569 635 2,371 14,307

기간 2017년 6월 23일 

지원 현황  5개 시·군 생수 4,032박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후원)

 강원도 강릉시 생수 1,344박스

 충청북도 괴산군 생수 960박스

 충청북도 단양군 생수 576박스

 전라남도 보성군 생수 768박스

 전라남도 진도군 생수 384박스

기간 2017년 7월 16일

지원 현황  충청북도 청주시 

 식품류 및 생필품류 12,852점 
 (BGF리테일 후원)

기간 2017년 8월 3일

지원 현황  경기도 평택시 선풍기 80대, 

쿨스카프(쿨타월) 1,000점

 전라남도 광양시 

 쿨스카프(쿨타월) 1,200점

기간 2017년 11월 15~16일

지원 현황  경상북도 포항시 

 식품류 및 생필품류 16,618점 
 (BGF리테일 후원)

기간 2017년 11월 17일

지원 현황  경상북도 포항시 생수 1,728박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후원)

 경상북도 포항시 생수 1,760박스
 (OB맥주 후원)

긴급 구호물품 지원 사업

가뭄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으로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비상 급수 대

책의 일환으로 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6월 23일에는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5개 

시·군 주민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7월 16일에는 호우 피해를 입은 청주시 주민들에게 BGF리테일의 후원으로 식품류 및 

생필품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8월 3일에는 폭염 피해 우심 지역 2개 시 주민들에게 선

풍기 등 폭염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11월 15~17일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 주민들에게 BGF리테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OB맥주의 후원으로 생수 등 식품

류 및 생필품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2

임시주택(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집이 완전히 파손되어 불편을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임시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시주택은 이동과 설치가 편리한 6×

3m(약 5.5평) 크기의 조립주택으로 성인 2~3명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전기·통신,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소화기 등의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

인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기간 2017년 1~12월

지원 현황  강릉,삼척 산불 피해 세대 

 강릉시 7동, 삼척시 1동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세대 

 포항시 29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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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구호 활동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재난 현장 정리, 오염된 의류와 이

불 등을 이동식 세탁 구호 차량을 통해 무료로 세탁해줍니다. 세탁 구호 차량은 18kg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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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가 장착된 7.5톤 특장차 1대 등 모두 3대입니다. 세탁 구호 차량은 1대당 하루 8시간 

기준 약 30세대의 세탁물을 세탁, 건조할 수 있습니다.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에 2대, 함

양재해구호물류센터에 1대씩 배치해 운영합니다. 또한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재난·재해 현장 구호 활동

청주시

기간 2017년 2017년 7월 17~20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활동 사항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정리 및 세탁 

구호 105세대, 2,470kg

참여 자원봉사자 19명

포항시

기간 2017년 11월 23일

 ~12월 31일(2018년 계속 활동)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활동 사항  포항 지진 피해 세탁 구호 

1,237세대, 24,740kg

참여 자원봉사자 124명

재난 피해 세대 주거환경 개선 활동

기간 2017년 8월 11~13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활동 사항 집수리 36세대 

참여 자원봉사자 82명

국내 재난위기가정 지원

우리나라에는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한 해 평균 2만7,000여 명이고, 이 중에는 

연소득 500만 원 미만의 절대 빈곤층이 34.7%에 이릅니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정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재난위기가정이 많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재난위기가정이 생활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위기가정 지속 돌봄 사업

최근 2년간 재해 피해로 의연금을 지원받은 세대 중 특히 생활이 곤란한 재난위기가정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대, 독거 세대, 조손 세대 등) 100세대를 선정,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괄 지원이 아닌 1년에 4회 

수혜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1회당 10만 원, 1년

간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합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562세대

를 지원했습니다.

1

기간 2017년 1~12월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수혜 가구 100세대

지원 내용  식품 1회, 여름 이불 세트 1회, 겨울 

이불 세트 1회, 주방용품 세트 1회

최근 2년간 재해 피해로 의연금을 지원받은 세대 중 특히 생활이 곤란한 재난위기가정 100세대를 선정,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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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7년 3~11월

지역 경기 파주시(7개 지역) 등 

수혜 가구 7개 동, 읍, 면  

지원 내용 이불 3,750kg 세탁

재난위기가정 세탁 지원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재난위기가정(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

대, 독거 세대, 조손 세대 등)을 위해 의류와 이불 등을 이동식 세탁 구호 차량을 통해 무

료로 세탁해줍니다. 

5

기간 2017년 11월 11일, 12월 14일

지역 서울시 노원구

수혜 가구 41세대

지원 내용  연탄 5,000장, 생활용품 20세트, 

백미 10kg 26포

재난위기가정 동절기 구호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재난위기가정(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

대, 독거 세대, 조손 세대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동절기 구호 활동을 펼치

고 있습니다.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부금으로 11월 1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5세대에 연탄 3,000장을 지원했고, 한화손해보험 후원 지정기탁금으로 12월 14

일 서울시 중계동 백사마을 26세대에 연탄 2,000장과 생활용품 20세트, 백미 10kg 26

포를 지원했습니다.

6

기간  2017년 7월 17~31일(14박 15일)

지역  충북 금산군, 전남 목포시, 

 경남 밀양시, 경북 경주시, 

 강원 영월군

활동 상세 내역 

집수리 122세대 수리

세탁봉사 159세대, 4,060kg

벽화봉사 지역별 1곳, 총 5곳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피해 지역 주민을 희망브리

지 봉사단이 직접 찾아가 도배, 장판 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등의 도움을 줍니다. 협회의 

대표 구호 사업으로 재해 시뿐만 아니라 비재해 시에도 재난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함께 

전국의 재난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나눔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15년부터는 

한화손해보험도 참여해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전

력, 신한은행 등 기업도 함께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기간  2017년 1~12월

지역  충남 부여군 외 13개 지역

수혜 가구  244세대

참여 인원  1,683명

(※ 제7회 집수리로드 실적은 따로 기재합니다.)

벽화 그리기

희망브리지 봉사단 벽화팀이 골목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 벽화 그리

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의 칙칙한 회색빛 담장을 따뜻한 색감의 벽화로 화

사하게 꾸며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 귀갓길로 탈바꿈시켜줍

니다. 2017년에는 현대글로비스,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 등 기업과 단

체도 참여했습니다.

3

기간 2017년 2~11월

지역  경기도 안양시, 이천시 등 9개 

지역, 9곳 약 383m

참여 인원 192명

(※ 제7회 집수리로드 실적은 따로 기재합니다.)

제7회 재난위기가정 집수리로드 자원봉사

재난위기가정이 밀집한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제7회 재난위기가정 집수리

로드’가 7월 17~31일 14박 15일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제1회 집수리로드를 시

작으로 2017년 제7회 집수리로드에는 8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충북 금산군을 시작

으로 전남 목포시, 경남 밀양시, 경북 경주시, 강원 영월군을 돌며 도배와 장판 등 집수

리, 세탁 구호 차량을 이용한 세탁 봉사, 마을 벽화 그리기 등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4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 3

2015년부터 붕괴 위기에 있는 재난위기가정에 현대ENG에서 개발한 모듈러 주택을 영

구적으로 지원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과 재해 예방에 기여하

기 위해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명단을 접수받아 

후보군을 선정하고, 심사단 실사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기프트하우스 수혜자를 결정합

니다.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 3인 2017년에는 현대ENG에서 후원금을 받아 강원도 

홍천군 재난위기가정 6가구가 기프트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7

기간 2017년 1~12월

지역  강원도 홍천군(군부지 건설 후 

홍천군 기탁, 홍천군 운영) 

수혜 가구 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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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휴 사업

KB손해보험, BGF리테일, 기업은행, KT, 

OB맥주, 한국전력, 현대제철 등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 활동을 통해 소방관의 피

로를 풀어줄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 구

호 키트 제작 및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구

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

소방서 119안전센터 11개소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

 KB손해보험 지정기탁금  260,000,000원

 사업 내용   출동이 많고 시설이 노후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11곳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여 소방관의 피로 해소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업

소방서 119안전센터 3개소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

기업은행 지정기탁금 90,000,000원

사업 내용   공단 지역 소방서 119안전센터 3곳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여 소방관의 

피로 해소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업

가뭄 피해 지역 지원 사업

기업은행   50,000,000원 

원곡면 기업인협의회 10,000,000원

사업 내용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태안·화성·안성 지역에 생수, 급수차, 관정 개발 

및 상품권 지원을 통해 가뭄 극복

구호 키트 제작 및 지원 사업

현대제철   7,000,000원

KT   70,000,000원 

OB맥주   15,000,000원(생수)

한국전력   25,000,000원(지진 키트)

사업 내용    기업체 임직원이 참여해 구호 키트 등을 함께 제작하여 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

BGF리테일 협약 사업

BGF리테일 지정기탁금 50,000,000원

사업 내용  재난 초기 CU 취급 물품 중 식품류 등을 재난 현장에 긴급 지원

방송인 이성미 씨가 7월 24일 희망브리

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희망대사(홍보

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성미 희망대사

는 앞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도

움의 손길이 절실한 국내 피해자와 기

후변화로 고통받는 전 세계 난민이 안

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나

눔 활동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성미 씨

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작은 힘이나

마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이웃들

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방송인 이성미 

희망대사 위촉

12

재난위기가정 생계 지원

전국의 재난위기가정(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대, 독거 세대, 조손 세대 등)

을 발굴해 네이버 해피빈, 하나은행 ‘하나더나눔’ 사이트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펼치며 모

금된 금액 전부를 해당 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세대에 온라인 모금액 3,574

만5392원 전액을 포함한 1억1,471만2,077원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10

기간  2016년 1 ~ 12월

수혜 가구  5세대

모금액  35,745,392원

지원액  114,712,077원 

희망하우스 지원 사업

붕괴 위기에 있는 재난위기가정에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10평의 모듈러 

하우스를 지원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과 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명단을 접수받아 후보군을 선정하

고, 심사단 실사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희망하우스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첫해인 2017년

에는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전남 장흥군 1세대, 전남 담양군 1세대, 강원

도 화천군 1세대 등 재난위기가정 3가구가 희망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8

기간  2017년 9~12월

지역  강원도 화천군, 전남 장흥군, 

 전남 담양군 각 1세대 

수혜 가구  3세대

화재 피해 세대 지원

서울시소방재난본부, 한화손해보험과 공동으로 서울시 거주 화재 피해 이재민 중 특히 

생활이 곤란한 세대를 대상으로 130만 원 상당의 위로금과 필요 물품을 지원해 실생활

에 도움을 줍니다. 대상 세대 선정은 지역 소방서 및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추천에 따른 

현장 실사를 통해 확정합니다. 

9

기간  2017년 1~12월

지역  서울시  

수혜 가구    24세대

지원 내용  위로금 7,200,000원, 

구호물품세트(이불, 주방용품) 

각 24세트, 수혜 세대 필요 

물품(가전제품 등) 19,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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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활동

태풍, 홍수 및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미래를 위한 교육을 포기하게 합니다. 희망브리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 주민과 기후 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위생 지원, 

영양·보건 및 생계 지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지원 프로젝트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설사는 영양소 흡수 능력을 저하시켜 성장을 방해하고 비

소나 망간 중독은 신체 및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희망브리지가 식수 및 위생 지원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문시간즈 지역은 

1988년에 큰 해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토양에 염분이 스며들어 물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농사도 짓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희망브리지는 방글라데

시뿐만 아니라 미얀마, 필리핀 등지에 적합한 정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식수

를 제공함으로써 수인성 질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위생환경 개선과 교육을 통

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방글라데시

지역  방글라데시 하비간즈시 테고리아 및 

바도이 마을, 문시간즈시 시라지칸 마을

기간  2017년 4~6월, 2017년 9월~2018년 3월

사업 내용  식수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식수 시설 지원, 희망T 및 어린이 

영양식(가루 분유, 비스킷) 지원

미얀마

지역  미얀마 바고시 타낫핀 타운십

기간  2017년 9월~2018년 3월

사업 내용  안전한 식수 지원 방안을 위한 조사, 희망T 

및 어린이 영양식(가루 분유, 비스킷) 지원

방글라데시 재난 경감 및 기초 의료보건과 

지속 가능한 생계 지원 프로젝트

방글라데시는 기상환경과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재난 발생 빈도가 세계 5위에 해당하며 

재난 취약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콕스 바자르(Cox’s Bazar)의 마

타르바리(Matarbari Union) 지역은 태풍, 홍수, 해양 침식 등 빈번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사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보건위생 환경도 열악한 곳입니다. 

희망브리지는 방글라데시 현지 협력기관인 의료보건 및 재난관리 전문 단체 DCH Trust

와 함께 지역 주민의 재난 대응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건센터 건축 및 기초 진료 

서비스를 통한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현대건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재난 경감 및 생계 지원 프로젝트는 1,800여 명의 주

민에게 가축이나 그물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

건소를 세워 주민들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700여 명의 주민에게 재난 경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

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주 

콕스바자르시 마타르바리 지역

기간  2017년 4월~2018년 3월

사업 내용  지역 주민의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니즈 분석 및 재해 경감 

가이드·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건센터 1개소 건축 및 기초 진료 

서비스 제공, 의료보건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염소 및 

그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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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사업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체제가 필요합니다. 희망브리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와 함께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소

재난안전연구소는 2017년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 대책’과 ‘대규모 재난 시 재난 약자 지원 방안’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

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사회 재난은 피해 범위와 불확실한 예측으로 우리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

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재난관리 프레임 역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대형 화재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 재난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소는 조사, 연구 수행과 더불어 세 차례의 포럼을 가졌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 구호 방안’을 주제로 제4회 재

난관리 국제 포럼을 개최했고 ‘한국의 대규모 재난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회 재난안전연구소 포럼을 열었다. 또한 의연금

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해 의연금품 모집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현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네팔 지진 피해 지역 교실 복구 프로젝트3

2015년 4월 25일(현지 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1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한 달 넘게 지속된 여진으로 총 8,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5,000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5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도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희망브리지는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소외 지역

을 찾아 교실 복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으로 이루어졌으며, 카트만두에서 153km 떨어진 타나훈주의 3개 학교 교실을 건축하는 

활동입니다. 2018년 1월 말 완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

능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지역  네팔 타나훈주

기간  2017년 3월~2018년 2월

사업 내용  대지진으로 무너진 학교 교실 및 

화장실 개축

  마헨드리니 1개동(2개 교실), 

시데스워리 1개동(3개 교실), 

아달샤 1개동(3개 교실) 및

 남녀 화장실

희망브리지는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소외 지역을 찾아 교실 복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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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난안전 현장체험학습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재난안전 현장체험학

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견학, 화재 대피 훈련, 소화기 사용법 실습, 하임리히

법 체험·실습, 심폐소생술 실습, 재난 약자 체험 등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고 익혀야 할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희망브리지 재난안전 선생님의 

지도와 교육 아래 실시됩니다. 

2

기간  2017년 4월 28일~7월 24일

교육 대상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생 1~6학년 

교육 장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교육 시간  일 4시간

연 교육 인원 13개교 1,290명 

 (학생 1,217명 및 교사 73명)

재해 예방 인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 공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재해를 이해할 수 있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한 재

해 예방 인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을 희망브리지 봉사단 서울시립대 봉사 동아리 

‘Yes Uos’ 회원들이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합니다. 동화 <양치기 소년>을 모델로 숲속 마을 동물 친구들이 일상에서 태풍, 집

중호우 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노래와 율동 등으로 각종 재난을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4

기간  2017년 3월 11일~11월 13일 

 (총 16회 공연)

공연 대상  5~8세 어린이 

공연 장소  수도권에 위치한 가로 3m 이상의 

교실 혹은 강당 

공연 시간  30분 내외 (공연 후 간단한 재난 

대비 교육 실시)

관람 인원  638명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지방자치단체 구호 담당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호반장, 구호반원들이 재난 현

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구호 활동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구호 활동 모의 훈련 

등 1년에 2회 재난구호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지역 자율

방재단 단원들은 현장 구호 활동에 우선적으로 파견됩니다. 

5

교육기간 2017년 6월(상반기), 11월(하반기)

교육대상  지자체 구호 담당 공무원, 지역 

자율방재단 구호반장 및 반원

교육실적  2,728명 교육 (상반기 1,264명 및 

하반기 1,464명)

교육내용  재해 구호 정책과 구호 체계 및 

임무, 도시 재난 생존법, 해외의 

자율방재조직 사례 시스템, 지진 

및 복합 재난 대비 모의 훈련, 재해 

구호 역할 훈련 및 모의 훈련 등

대학생 재난안전캠프

대학생 재난안전캠프가 인천대학교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과 공동으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난안전캠프는 27명의 

대학생이(교수 및 직원 포함) 참여한 가운데 DMZ캠프 그리브스와 파주재해구호물류

센터에서 진행됐고, 참여 학생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재난 안전

교육과 함께 구호물품 자원봉사 활동, 대규모 도시 재난 발생 시 생존 훈련, 기후 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 캠페인, DMZ생태안보 체험 등 다양한 실습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6

기간  2017년 12월 27~29일(2박 3일)

참가 대상  대학생 27명 

 (교수 및 교직원 7명 포함)

캠프 장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 

DMZ캠프 그리브스

초등학생 대상 재난 예방 인형극 공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형극 전문 극단과 함께 문화 소외 지역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인형극으로 구성된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재난 예방 인형극 ‘자연이 올 때 준비해요’와 ‘구리의 안전여행’은 전문 

극단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공연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었습니다. 특히 담당 선생님 대부분이 재해 예방 인형극 교육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

안(연 51차시)에 따른 의무 교육 시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안전교육의 우수

성도 인정받았습니다.

3

기간 2017년 9월 12일~12월 5일

교육 대상 초등학생

교육 장소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교육 시간  60분 내외 

 (재해 예방 인형극 공연 실시)

연 교육 인원 9개교 12회 6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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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 캠페인
기후 난민 산모와 신생아 살리기 

희망싸개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 

프롬디어스 캠페인

기후 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 캠페인’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은 전 세계 기후 난민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참

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희망T 캠페인은 생존을 위협받는 기후 난민 어린이들에게 선물이 될 티셔츠와 함께 영양식을 지원합니다. 일시 

후원금 2만5,000원을 기부하면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부터 기후 난민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극심해져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를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

대에 사는 주민은 자신들의 오랜 거주지가 바닷물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도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

다. 프랑스의 4분의 1보다 조금 큰 땅덩어리에 1억4,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합

니다. 해수면 상승과 히말라야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한 빙하가 빠르게 불어나는 강물과 합쳐져 범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기도 하는 등 홍수 피해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시간즈 지역 해안

의 평야 지대는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홍수로 인해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면서부터 염분이 과도해

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얀마의 타낫핀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침식

이 진행되어 마을 주민 전체가 이주하거나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이 염분화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재난 상황에서 산모와 아기는 불충분한 영양

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세균 감염과 합병증의 위험

에 놓여 있습니다. 2016년에 전 세계에서 560만 명의 5세 미

만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특히 전체 산모 사망자의 99%와 

어린이 사망의 80%가 사하라사막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서 발생했습니다(WHO & Maternal and Child Epidemiology, 

2017). 희망브리지는 불안전한 출산환경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희망싸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싸개 캠페인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산모가 깨

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키트

와 함께 캠페인 참여자가 직접 만든 ‘신생아용 싸개(손싸개

와 속싸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롬디어스 팔찌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저지해달라는 지구의(From the Earth) 메시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도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From the Us) 의지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프롬디어스 팔찌는 지금 이 순간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곳곳(지구, 아시아, 아프리카, 북극 등)을 상징화하여 지구가 우리에

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롬디어스 팔찌 캠페인에 참여하면 팔찌 착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메시지를 확산하는 캠페이

너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6,000명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희망브리지는 2017년 방글라데시 문시간즈 지역과 미얀마 타낫핀 지역에 희망T 캠페인을 통한 

식수 지원과 어린이 영양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보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싸개 캠페인 참여를 통해 희망싸개를 

직접 만들어 보내주시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아기에게 생애 첫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싸개 캠페인은 기후 난민 산모와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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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안전인 선발 공모전

희망브리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종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재난 영웅을 

‘참안전인’으로 선발하여 수시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4월 26일에 화재사고 아파트 주민을 구조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한 故 양명승 씨, 태풍 ‘차바’로 급류에 휩쓸려가는 승용차의 

여성 운전자를 헤엄쳐 구한 박춘식 씨, 오패산 터널 사제 총기 난동범을 제압하여 경찰관이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김장현·이동영 씨 등 

4명이 ‘참안전인’으로 선발되어 상패와 금메달, 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12월 27일에는 경북 칠곡군 오토캠핑장 텐트 화재 시 불길에 휩싸

인 텐트 안으로 들어가 어린이 2명을 구조한 백승범 씨,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전복 교통사고 운전자를 안전 조치하고 직접 병원으로 

이송한 임용구 씨, 강원도 횡성군 주택 화재 시 잠겨 있는 현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잠들어 있던 80대 노인을 구조한 권봉희 씨, 충남 

서산시 벌천포해수욕장 익수자 구조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이영우 씨, 충남 금산군 금강에서 물놀이 중이던 어린이가 

물살에 휩쓸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한 이상래 씨, 광주시 광산구 소촌 지하차도 내 폭우로 침수된 차량 탑승자 어른 2명, 아이 2명 등 

일가족 4명을 구조한 최현호 씨, 전남 나주시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 화재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전자를 구조

한 최규명·최민호 씨, 경기도 광명시 새마을시장 상가 화재 시 소화기로 초동 진화해 화재 확산을 막은 양태석 씨, 강원도 춘천 의암호

에 빠진 차량과 운전자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조한 김지수·성준용·최태준 씨 등이 ‘참안전인’으로 선발되어 행정

안전부 표창과 상패, 금메달, 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참안전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실사 과정을 거쳐 공적 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공적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위원 한중광 한국방송인회 부회장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박영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송재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허정희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장 전상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사회재난대응과장

공적 심의위원회 개최 2017년 4월 6일(1차), 2017년 12월 19일(2차)      시상식 개최 2017년 4월 26일(1차), 2017년 12월 27일(2차)

포상금  16,000,000원

2017 재난사진 공모전

재난·재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난·재해 시 피

해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

관하는 2017 재난사진 공모전에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일반

인과 사진기자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접수받아 모두 8점을 시

상했습니다. 수상 작품은 공익광고, 재난·재해 피해자 모금 등

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상  전 국민

출품 형식 디지털 사진

작품 접수 기간 2017년 3월 7일~4월 1일

참가 작품 수 306점

수상작 수 50점

상금  총 6,900,000원

    대상(대통령상) 1점 1,000,000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점  500,000원,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8점 각 300,000원,   

    장려(주관·후원기관장상) 20점 100,000원,

    입선(증서) 20점 50,000원

시상식  2017년 4월 14일

공익광고 공모전

젊은 세대가 가진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 제일기획 대학생 광고공

모전 ‘아이디어 페스티벌’의 특별상 부문인 공익 부문 브랜드

로 참여했습니다. 인쇄광고, 온라인광고, 광고기획서 등 5개 부

문에 작품 268점이 접수됐고, 이 중 은상과 동상 각각 1작품이  

협회 공익광고 부문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동상 1작품은 희망브

리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 작품은 온라인 마케팅, 공익광고, 

홈페이지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상  대학생

부문  인쇄광고, 온라인광고, 광고기획서, 옥외광고,   

    영상광고

작품 접수 기간 2017년 4월 18~25일

참가 작품 수 268건(희망브리지 부문)

상금  총 1,000,000원

심사  1차 예심, 2차 본심 등 2단계로 진행

시상식  2017년 7월 7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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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보고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국내 재해 의연금 모금

구호물품 지원

의연품 모집·지원

지정 기탁 물품 지원

disaster  relief   fund  and  kit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희망브리지는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지역 이웃들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이 보내온 성금과 각종 구호품을 지원해왔습니다. 1961년부터 57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연금과 의류, 식품, 생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모아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2017년 성금 모집·지원 요약

총모금액

총지원액

41,704,090,291 원

31,237,074,415 원
※ 지진 피해 의연금 및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 성금 지원 진행 중

DISASTER RElIEf fuND AND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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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성금

기타 후원금

2

4

1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7년 1월 1일~2월 1일

모금액  1,287,510,281원 

    (2016~2017 모금 총액 7,073,250,366원)

2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7년 1월 16일~2월 22일

모금액  2,882,233,230원 

3  인천 소래어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7년 3월 20일~4월 24일

모금액  150,461,096원

4  강원 등 산불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7년 5월 8일 ~7월 12일

모금액  1,653,238,586원

5  제천 다중 이용 시설 화재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7년 12월 22~31일

모금액  61,355,410원

    (2018년 1월 31일 마감 기준 모금 총액 76,885,550원) 

6  기타(재난 지정기부금) 751,401,700원

6,786,200,303 원

164,981,140 원

의연금1

1  호우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7년 7월 17일~8월 25일

모금액  3,375,997,725원

2  지진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7년 11월 16일~12월 31일

모금액  29,589,517,539원

    (2018년 접수 포함 모금 총액 29,736,146,949원)  

3  상시 기탁 성금

모금 기간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모금액  62,989,150원 

33,028,504,414 원

사업 지정기부금3

1  국내 구호 사업 :  1,302,313,560원

사업 내용  재난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 구호 키트 제작 및 지원, 

재난 안전교육, 심신안정실 지원, 화재 피해자 지원, 

동절기 연탄나눔, 집수리 봉사 등

2  해외 구호 사업 :  137,503,891원

사업 내용  네팔 장기 구호, 방글라데시 재난 경감 및 기초 의료보건과 

지속 가능한 생계 지원, 국제개발협력 조사연구 사업 등 

3  캠페인 사업 :  284,586,983원 

사업 내용  희망T 캠페인, 희망싸개 캠페인, 빗물식수 캠페인, 

프롬디어스 캠페인 등을 통한 해외 기후 난민 및 

재난·재해 피해자 지원

1,724,404,434 원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DISASTER RElIEf fuND AND kIT의연금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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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해 

의연금·성금 

지원

지역별 

의연금 지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 성금 지원1

피해 지역 인천시 소래포구 어시장

피해 현황 257명(화재 피해 세대)

성금 지원 360,461,096원

    직접 지원금 

    358,772,000원(1인 1,396,000원×257명)

    모집 경비 

    1,689,096원(회계감사 비용 등)

지원일  2017년 5월 24일

지원 결정 정관 제34조에 의한 응급조치

    제176차 이사회 승인(2017년 7월 11일)

산불 피해 성금 지원2

피해 지역 강원도, 경상북도

피해 현황 52세대(화재 피해 세대)

성금 지원 1,654,873,319원

    직접 지원금 

    1,611,400,000원(피해 정도에 따라 균등 지원)

    중추절 위문품

    6,361,515원(한과 세트, 주방용품 세트)

    임시주거 지원

    18,973,200원(임시주거 시설 8동 지원)

    모집 경비

    18,138,604원(서신 발송, 신문 공고 및 회계감사 비용 등)

지원일  2017년 5월 24일

지원 결정 정관 제34조에 의한 응급조치

    제176차 이사회 승인(2017년 7월 11일)

7월 호우 피해 의연금 지원 3

피해 지역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피해 현황 9,800세대(호우 피해 세대)

의연금 지원 4,119,240,000원

    구호비 지원

    2,816,240,000원(피해 정도에 따라 균등 지원)

    추가 지원

    1,303,000,000원 

    (공동주택 지하 침수, 화물차 생계 지원 등)

지원일  2017년 11월 27일 완료

지원 결정 제36차 배분위원회 의결(2017년 9월 26일)

지진 피해 의연금 지원 4

피해 지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피해 현황 25,926세대(잠정 집계 세대)

의연금 지원 25,102,500,000원

    (2018년 1월 22일 현재)

지원일  2017년 12월 21일~진행 중

지원 결정 제37차 배분위원회 의결(2017년 12월 20일)

계구분

인명 피해 주택 피해

생계 지원
추가 지원

(호우)
사망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서울
(1)

5,000

7

7,000

부산
3

3,000 3,786

인천
74

74,000

254,740

대전
1

1,000 2

세종
26

26,000

2,000

경기
2

5,000

50

50,000

강원
1

2,500

16

16,000 3,710

충북
4(1)

45,000

23

115,000

34(2)

87,500

1,011

1,011,000

432

432,000

1,303,000

충남
8

40,000

15

1

376

376,000

152

152,000

전북
2,500 2

2,000

42

42,000

전남
1

5,000

11

11,000

경북
336(172)

2,110,000

142(76)

450,000

22,500

22,550,000

2

2,000

1

1,000

경남
1

1,000

합계
4(2)

50,000

368(172)

2,270,000

195(76)

585,000

22,550

22,550,000

1,580

1,580,000

629

629,000

7,496

1,557,740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세대(명)

금액(천원)

8

12,000

3

3,000

3,860

328,740

1

1,000

28

28,000

52

55,000

17

18,500

5,217

2,993,500

551

605,500

45

46,500

12

16,000

23,279

25,113,000

1

1,000

33,704

29,221,740

 ※( )은 세대원

DISASTER RElIEf fuND AND kIT의연금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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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재해로 피해를 입

은 우리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

는 필수적인 생활 구호물품을 

구호 키트 제작 등으로 전달하

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17년 1~12월

뜻하지 않은 재해로 어려워하는 

피해 이웃들에게 필요한 구호물

품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의연품을 모아 

전달합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에게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

랑이 담긴 의류, 식품,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모아 적극적인 구

호 활동을 펼칩니다. 

사업 기간 2017년 1~12월

산불 피해 지역

총 25,238점(식품류 8,617점, 생필품 6,018점, 

생수 9,200점, 의류 1,363점, 침구류 40점)

7월 호우 피해 지역

총 231,034점(식품류 106,434점, 생필품 

48,010점, 생수 53,178점, 침구류 1,312점, 

기타(장판, 벽지 등) 22,100점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총 477,295점(식품류 154,491점, 

생필품 234,963점, 생수 82,648점, 

기타(시멘트 등) 5,193점산불 피해 세대 구호물품 지원

주방용품 42세트

7월 호우 피해 지역 구호물품 지원

개인용 구호세트 260세트, 생수 4,775박스, 

모포·속옷·양말·수건 등 생필품 23,457점

포항 지진 피해 세대 구호물품 지원

생수 240박스, 이불 200채, 

대피소 칸막이 197개, 간이침대 345개, 

노약자용 등받이 의자 300개, 

모포·속옷·양말·수건 등 생필품 18,180점 

서울시 화재 피해 세대 주방용품 및 

이불 세트 지원

주방용품 23세트, 이불세트 23세트

재난위기가정 지원

주방용품 132세트, 이불세트 10세트, 

수건 240점, 벽지 566점

폭염 피해 긴급 구호물품 지원

선풍기 80대, 쿨스카프 1,100점, 쿨타월 1,100점

7월 호우 피해 지역 구호물품 지원

글로비스 지정기탁 구호세트 260세트, 

KT 지정기탁 구호세트 500세트, 

메트로 지정기탁 구호세트 218세트

포항 지진 피해 지역 구호물품 지원

BGF리테일 지정기탁 식품류 등 16,618점 지원, 

포스코 지정기탁 구호세트 380세트, 

KT 지정기탁 구호세트 315세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정기탁 

생수(2리터들이) 1,728박스, 

OB맥주 지정기탁 생수(2리터들이) 1,760박스

가뭄 지역 생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정기탁 

생수(2리터들이) 4,032박스

산불 주택 파손 피해 세대 구호물품 지원

KT 지정기탁 구호세트 85세트, 

OB맥주 지정기탁 생수(2리터들이) 160박스,

BGF리테일 지정기탁 주방용품 83세트

DISASTER RElIEf fuND AND kIT의연금품 보고

구호물품 

지원

지정기탁 

물품 지원

의연품 

모집·지원

재해 상황에 효율적인 구호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독

자적으로 제작한 협회용 구호 

세트와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파주와 함양에 

위치한 재해구호물류센터에 비

축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곧

바로 피해 지역에 전달합니다.

사업 기간 2017년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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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걸어온 길

조직도

임원 및 회원

about us

협회 소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1961년 전국의 방송사와 

신문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단체입니다. 

1959년 840여 명의 사망자와 37만여 명의 이재민을 낳은 태풍 ‘사라’ 피해 돕기 모금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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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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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조직도1961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1964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1966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 전개, 

첫해에 500만 개 판매

2007
태풍 ‘나리’ 및 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 지역에 

329억 원 지원

2008
서해안 기름 유출 및 호우 

피해 지역에 44억 원 지원

2009
강풍 및 호우 피해 지역에 

88억 원 지원

2010
태풍 ‘곤파스’ 및 호우 

피해 지역에 370억 원 지원

1967
7월을 ‘재해구호의 달’로 

지정

1977
이리역 화약폭발사고 

피해 지역에 구호품 

100여 만 점 전달

1993
냉해 피해 지역에 

200억 원 지원

2001
호우 피해 지역에 

280억 원 지원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법정 구호기관이 됨

2005
강원도 양양 산불 및 

태풍 ‘나비’ 피해 지역에 

118억 원 지원

2006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의연금 배분의 

총괄 기관이 됨

2002
태풍 ‘루사’ 피해 지역에 

1,299억 원 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개칭

2003
태풍 ‘매미’ 피해 지역에 

1,048억 원 지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에게 670억 원 지원

2011
북한의 연평도 포격 피해 

지역에 37억 원 지원

태풍 ‘무이파’ 및 호우 피해 

지역에 410억 원 지원

2012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피해 지역에 230억 원 지원

2013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6억 원 지원

2014
폭설 피해 지역에 

1억9,000만 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2억 원 지원

2015
의정부 화재 피해자에게 

6억 원 지원

세월호 침몰 피해자에게  

59억 원  지원

2016
세월호 침몰 피해자에게 

6억 원  지원

경주 지진 피해 지역에  

36억 원 지원

태풍 ‘차바’ 피해 지역에  

85억 원 지원

2017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게 76억 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41억 원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 

271억 원 지원

총  회

회   장 이사회

재난안전

연구소장

배분위원회

배분

사무국장

재난안전

 연구소

감  사

사무총장

사업국

기획실

지원팀

구호사업팀 모금마케팅팀

AbouT uS협회 소개

* 2018년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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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회원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부회장  고대영 KBS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한중광 한국방송인회 부회장

이사  김상봉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김석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김숙희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김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前 사무총장

 김혜송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손인웅 한국교회봉사단 상임고문

 양상우 한겨레신문 사장

 윤수경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장

 윤희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이상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업지원실장

 이웅 한국신문잉크㈜ 전 대표이사

 이준희 한국일보사 사장

 채수연 한국퇴직교원총연합회 상임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남수 YTN 사장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감사  김종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대표

직위  성명 소속

회원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영만 서울신문사 사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최승호 MBC 대표이사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정훈 SBS 사장

 백승헌 법무법인 지향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이인용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이동현 경향신문사 사장

 이명혜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병규 문화일보사 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희택 세계일보사 사장

 최삼규 국민일보사 사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협회 소개

* 2018년 2월 22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