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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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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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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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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남의�일이었습니다.�환태평양�지진대�어쩌구하면서�우린�선�밖에�

서서�구경이나�하는�재난이란�생각들을�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이야�이런저런�경고를�하기도�했지만,�적어도�일반�시민들은�

‘괜한�걱정’�쯤으로�치부하고�살았습니다.

그런데�그게�우리에게�닥쳐왔습니다.�문화재의�수도인�경주에,�

원전이�밀집된�그곳에서�땅이�갈라지고�집이�무너졌습니다.�

여진이�일어날�때마다�집에서�뛰쳐나와�겁에�질린�채�밤을�길�위에서�

보냈습니다.

지진.�이젠�확실합니다.�우리�곁에�도사린�현재하는�재해�유형입니다.

준비하고�있나요?�대비책은�누가�마련하고�있나요?

지진이�무서운�건�분명하지만,�그보다�더�무서운�건�우리의�건망증입니다.�

불감증입니다.�‘준비�없는�피해’�위에서�울부짖는�일이�되풀이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지금까지�우리는�재해·재난이�일어나면�위로금을�걷고,�피해를�복구하고�

하는�일에�집중했습니다.�그런데�이제는�생각을�바꿀�때가�되었습니다.

‘예방을�위한�모금’의�시대.

비전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건망증입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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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32년 만의 폭설로 제주국제공항이 사흘

간 폐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를 떠날 예정이던 승객 9만7000

여 명의 발이 묶였고, 이 중 수천 명이 공항에서 노

숙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번 폭설 사태는 

결항 순번에 관계없이 대기표를 받기 위해 공항에

서 밤샘을 하게 한 저비용 항공사들의 공식 사과로 

이어졌고, 제주공항 장기 체류객 매뉴얼을 마련하

는 계기가 됐다.

03 
폭설로 제주국제공항 마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

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9월 12일 오후 7시 44분에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했고, 48분 후인 오후 8시 

32분에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해 23명의 부상자

가 생기고, 5,120건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또 무려 

56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04 
경주 지진

11월 30일 영남 지역 최대 재래시장인 대구 서문시

장에 큰 불이 나서 4지구에 있는 679개 점포가 모

두 전소됐다. 4지구는 의류·침구 등 가연성 제품

을 취급하는 상가가 대부분이어서 불길이 급속도

로 확산됐다. 피해 상인들은 연말 특수를 앞두고 

평소보다 2~3배 많은 상품을 확보해둔 상태여서 

점포별로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인 것으

로 집계됐다. 서문시장은 11년 전인 2005년에도 대

형화재가 발생해 당시 1,060개의 점포가 잿더미로 

변했다. 

05 
서문시장 화재

8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터널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잇따르는 

등 울릉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35채의 주택

이 침수 피해를 입어 43가구, 76명의 이재민이 발

생했고, 가두봉 피암터널이 산사태로 붕괴돼 인근 

도로 50m 구간이 통제됐다. 또 울릉읍 도동리 인

근 건설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부상했

다. 기상 악화로 뱃길마저 끊겨 8일 만인 9월 2일에

야 뱃길이 다시 열렸다.  

02 
울릉도 폭우 피해

역대급 강풍과 강수량을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

가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제주도와 울산, 경주, 부

산 등 남부지방을 강타해 극심한 피해를 남겼다. 

10월에 발생한 역대 태풍 중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

된 차바는 사망자 7명 실종자 3명 등 총 10명의 인

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울산 태화시장 등이 물에 잠겼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대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01 
제18호 태풍 차바

2016 
 국내 재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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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31일 함경북도 북부 지역을 강타한 제

10호 태풍 ‘라이언룩’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대홍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홍수는 북한에서 6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대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 실종됐다. 가옥 20,000채가 무너졌고 학교, 보

건소, 유치원, 보육원 등 기반 시설도 파손됐다. 또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 북한 국

경경비대 초소와 철조망이 일부 파괴됐다.

03 
북한 최악의 홍수

2016년 유럽은 IS테러 공포에 떨어야 했다. 7월 16

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25t 트럭이 휴

양객 사이를 질주, 8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

치는 테러가 발생했다.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 국

제공항 및 지하철역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일어나 

28명이 숨졌다. 12월 10일 밤 터키 이스탄불 중심부

에 있는 축구팀 베식타스 홈구장 인근에서 폭탄테

러가 연이어 발생, 경찰 27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

고 166명이 다쳤다. 12월 19일 독일 베를린 서부의 

유명 관광지 브라이트샤이트 광장 크리스마스 마

켓으로 19t 대형 트럭이 돌진해 12명이 목숨을 잃었

고 48명이 다쳤다.

01 
유럽 IS테러 공포

4월 16일(현지 시간) 오후 7시쯤 남미 국가 에콰도

르의 수도 키토에서 북서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70년 만에 발

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꼽히는 이번 지진으로 가옥

이 무너지고, 전원이 끊겨 암흑 천지가 됐으며, 사

망자 673명, 부상자 6,0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

생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6개 지역에 국가 비상사

태를 선포했고, 세계 각국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

어졌다.

02 
에콰도르 지진

전 세계 곳곳이 ‘지카 바이러스’ 공포에 떨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

이러스는 발열과 발진, 관절통을 일으키고 임신 여

성이 감염되면 소두증(小頭症)에 걸린 아이가 태어

날 수 있다. 지카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각한 나

라는 브라질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 1만600여 건 중 2,100여 건이 감

염으로 확진됐다. 8월부터 싱가포르에서는 두 달

간 400여 명의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 태

국에서도 300명 이상의 감염이 확진됐다.

04 
지카 바이러스 전 세계 확대

10월 4일 아이티에 상륙한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는 

아이티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다. 시속 250km의 강

풍에 건물이 힘없이 무너졌고, 시간당 640mm의 폭

우로 곳곳이 잠겼다. 매튜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는 

546명으로 집계됐지만, 비공식 집계로는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티

에 최악의 재앙을 남기고 북상한 매튜는 미국 남동

부 연안을 휩쓸고 지나가며 30명의 사망자를 냈다.

05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

2016 
 해외 재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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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희망브리지는�국내�자연재해�피해�구호금을�지원할�수�있도록�

대한민국�정부로부터�유일하게�권한을�부여받은�법정�구호�

단체입니다.�갑작스러운�재해로�삶의�터전을�잃은�이웃을�돕기�

위해�다양한�긴급구호�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재해�구호물품�

세트�제작�및�공급,�세탁�전문�차량을�이용한�세탁구호�활동,�기존의�

컨테이너�하우스에서�탈피한�쾌적한�임시주택�제공�등�피해�이웃들이�

안정된�삶을�살아갈�수�있도록�구호�활동을�하고�있습니다.�

0908

상수도 사정이 좋지 않은 전라남도 섬 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식

수난으로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 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4월 5일에는 겨울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신안군 소재 낙도 주민들에게 OB맥주의 후

원으로 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10월 4일에는 가을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진도군 

소재 낙도 주민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

다. 10월 10일에는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로 식수난을 겪는 울산,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시에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생수를 긴급 지원

했습니다.

긴급 구호물품 

지원 사업

지원 현황    2016년 4월 5일 전남 신안군 생수 5,120박스

 2016년 10월 4일 전남 진도군 생수 576박스

 2016년 10월 10일 울산시 생수 1,440박스 

                              경북 경주시 생수 96박스 

  경남 양산시 생수 384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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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전기·통신,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소화기 등의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

며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

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시주택 

지원

사업 기간    2016년  1월 ~ 12월 

지원 현황    지진 피해 세대 울산시 울주군 1동 지원

 태풍 ‘차바’ 피해 울산시 울주군 1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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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비축했다가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제공하는 재해 구호물품세트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재해구호물

류센터와 함양재해물류센터에서 제작·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 활동을 전

개합니다.

재해

구호물품세트 

위탁 사업

사업 기간   2016년 1월 ~ 12월

계약 체결 17개 시·도에서 총 37건 49,888세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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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 비누, 수건(2),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2), 면도기,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수면안대

  응급구호세트(여) 담요(2), 칫솔, 세면 비누, 수건(2),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2),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수면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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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장갑, 수세미, 휴대 가방(타포린)

지원 47,717세트

 응급구호세트 34,440세트  추가품목세트 12,389세트  취사구호세트 888세트

위탁보관 39,474세트

 응급구호세트 22,184세트  추가품목세트 5,776세트  취사구호세트 11,51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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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등을 이동식 세탁구호 차량을 통해 무료로 세탁해줍니다. 세탁구호 차량은 1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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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가 장착된 7.5t 특장차 1대로 모두 3대입니다. 세탁구호 차량은 1대당 하루 8시간 기

준 약 30세대의 세탁물을 세탁, 건조할 수 있습니다.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에 2대, 함양

재해구호물류센터에 1대를 배치해 운영합니다. 또한 재난 피해 세대 중 집수리가 필요

한 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구호활동

재난·재해 현장 구호 사업

기간    2016년 10월 6일 ~ 21일

지역    울산시 중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활동사항    태풍 ‘차바’ 피해 현장 정리 및 세탁구호 339세대, 29,300kg

참여 자원봉사자  38명

재난 피해 세대 주거환경 개선 활동

기간    2016년 10월 29일 ~ 30일

지역    울산시 울주군

활동사항    32세대 집수리

참여 자원봉사자  124명

서울시 거주 화재 피해 이재민 중 특히 생활이 곤란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서울소방재난

본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위로금·구호물품세트·수혜 세대 필요 물품 지원, 도배, 장

판 교체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서울시 화재 

피해 세대 지원

사업 기간    2016년 1월 ~ 12월 

지역    서울시

수혜 세대    17세대

지원 내용    위로금 510만 원, 구호물품세트(이불, 주방용품) 17세트, 

 80만 원 상당 수혜 세대 필요 물품(가전제품 등) 17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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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955  973 812  780  32  3,552

부산 383 398 492 506 20 1,799

인천 386 396 153 149 10 1,094

대구 150 150 98 101 - 499

광주 304 299 24 23 12 662

대전 140 155 - - - 295

울산 166 171 271 286 86 980

세종 68 68 68 69 - 273

경기 5,784 5,926 610 606 344 13,270

강원 10 9 1,238 1,270 - 2,527

충북 1,276 1,477 429 351 - 3,533

충남 670 601 175 186 160 1,792

전북 477 487 438 494 - 1,896

전남 871 757 862 967 18 3,475

경북 1,929 1,911 80 78 146 4,144

경남 2,676 2,722 274 244 50 5,966

제주 830 770 135 120 - 1,855

기타 55 40 - - 10 105

계 17,130 17,310 6,159 6,230 888 47,717

시·도별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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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한 해 평균 2만7000여 명이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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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위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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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 독거세대, 조손세대 등) 100세대를 선정, 생

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괄 지원이 아닌, 1년에 4회 수

혜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1회당 10만 원, 1년 40

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462

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6년 1월 ~ 12월 

지역  강원 춘천시, 부산시 기장군·동래구

수혜 세대 100세대

지원 내용  식품 2회, 여름 이불 세트 1회, 겨울 온수 매트 1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피해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피해 지역 주민을 희망브리지 봉

사단이 직접 찾아가 도배, 장판 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등의 도움을 줍니다. 협회의 대표 

구호 사업으로 재해 시뿐만 아니라 비재해 시에도 재난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013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함께 전국의 재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나눔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한화손

해보험도 참여해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LG생활건강, 

3M, 존슨 앤 존슨 등의 기업도 함께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16년 1월 ~ 12월

지역  경기 연천군 등 26개 지역

수혜 세대  339세대

참여 인원  2,338명

※ 집수리로드 실적은 따로 기재합니다.

국내 재난위기가정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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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 그리기
희망브리지 봉사단 벽화팀이 골목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 벽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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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하게 꾸며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 귀갓길로 만들어줍니

다. 2016년에는 현대글로비스, 동서식품 등의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6년 1월 ~ 12월

지역  경기 평택시 등 8개 지역, 10곳 약 410m

참여 인원  230명

※ 집수리로드 실적은 따로 기재합니다.

제6회 

재난위기가정 

집수리로드 

자원봉사

재난위기가정이 밀집한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제6회 재난위기가정 집

수리로드’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4박 15일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제

1회 집수리로드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현대건설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제6회 집

수리로드에는 102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충남 보령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강

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를 돌며 도배·장판 등 집수리, 세탁차를 이용한 세탁봉사, 마을 

벽화 그리기, 장수사진 촬영 등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간  2016년 7월 16일 ~ 30일(14박 15일)

지역 충남 보령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활동 상세 내역 집수리 211세대

 장수(영정) 사진 촬영 1,100명

 세탁봉사 207세대, 609채

 벽화봉사 지역별 1곳, 총 5곳

재난위기가정 

세탁 지원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재난위기가정(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세

대, 독거세대, 조손세대 등)을 위해 의류와 이불 등을 이동식 세탁차량을 통해 무료로 세

탁해줍니다. 

기간 2016년 3월 ~ 11월

지역 서울시, 경기 파주시(8개 지역) 등 

수혜 세대 580세대

지원 내용 이불 5,895채 세탁

재난위기가정 

동절기 구호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재난위기가정(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세

대, 독거세대, 조손세대 등)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겨울철 동절기 구호 활동을 펼치

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후원 지정기탁금으로 12월 6일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510세대에 

연탄 5,000장과 생활용품 510세트를 지원했고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부금으로 12월 3일, 10일 2회에 걸쳐 서울시 노원구 29세대에 연탄 6,000장을 지원했

습니다.

기간  2016년 12월 3일, 6일, 10일

지역  서울시 영등포구·노원구

수혜 세대 539세대

지원 내용 연탄 11,000장, 생활용품 510세트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 2 2015년부터 붕괴 위기에 있는 재난위기가정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모듈러 주택

을 영구적으로 지원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과 재해 예방에 기

여하기 위해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접수

받아 후보군을 선정하고, 심사단 실사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기프트하우스 수혜자를 결

정하게 됩니다.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 2인 2016년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을 받아 경북 청송군 3가구, 전북 진안군 1가구, 전남 장흥군 1가

구, 경기 포천시 1가구 등 재난위기가정 6가구가 기프트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기간 2016년 3월 ~ 12월

지역  경북 청송군 3세대, 전북 진안군 1세대, 전남 장흥군 1세대, 경기 포천시 1세대 

수혜 세대  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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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블로거
매 학기 대학교 학점 연계 온라인 봉사단을 꾸려 기후변화,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희망브리지 온라인 블로그에 담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정보와 지식을 대중

에게 전파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문

제에 대한 책임감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재능 기부의 기회를 주고 있

습니다.

기간  2016년 3월 ~ 12월 (2016학년도 1학기, 2학기)

활동 학교  이화여대

포스팅 수  68개

김지원 아나운서 

희망대사 위촉 김지원 한국방송(KBS) 아나운서가 9월 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희망대사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지원 희망대사는 앞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국내 피해자와 기후변화에 고통받는 전 세계 난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도전 골든벨> 진행자로 유명한 김지

원 아나운서는 평일에는 <옥탑방 라디오> DJ로, 토요일에는 <KBS 뉴스광장> 앵커로 활

약 중입니다. 

기업제휴 사업
KB손해보험, BGF리테일, 메트라이프생명 등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 활동을 통해 소방관

의 피로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 소규모 공연장 화재 예방물품 지원 사업, 임

시대피소 거주 간이침대 지원 사업, 구호키트 제작 및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

KB손해보험 지정기탁금 150,000,000원

사업 내용    출동이 많고 시설이 노후한 119안전센터 10곳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여 소방관의 피로 해소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업

소규모 공연장 화재 예방물품 지원 사업

 KB손해보험 지정기탁금  40,000,000원

사업 내용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전국의 소규모 공연장 494개소에 

소화기(1,738개), 화재경보기(726개), 비상 손전등(1,939개) 지원 사업

긴급 재해구호물품 및 임시대피소 이재민 간이침대 지원 사업

BGF리테일   50,000,000원

사업 내용    재난 발생 시 CU편의점 물품 지원 및 임시대피소를 마련 이재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간이침대(345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

구호키트 제작 및 지원 사업

메트라이프생명 32,500,000원, 서울메트로 13,000,000원

사업 내용    기업체 임직원이 참여하여 구호키트를 제작해 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

재난위기가정 

사례 모금 지원 전국의 재난위기가정(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 독거세대, 조손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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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모금된 성금을 해당 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세대에 온라인 사례 모금액 

43,782,392원 전액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기간  2016년 1월 ~ 12월

수혜 세대  6세대

모금액 및 지원액 43,782,3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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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인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후속 사업을 전개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미래를 위한 

교육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희망브리지는 기후난민들의 생존 문제로서 

영양과 보건, 깨끗한 물과 위생 그리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나아가 미래의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써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생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상습재난 지역 

보건소 운영 및 

지역 주민 위생·

보건 사업 

세계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방글라데시의 하비간즈 지역에서 삼성물산의 후원으로 보건

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km 떨

어진 하비간즈 지역은 인구 208만 명이 거주하지만 외과적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단 한 

개만이 운영되는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연간 

1만2000여 명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지역에서 극심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인 어린이

를 대상으로 영양식 배부 사업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 지

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 전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글라데시 하비간즈(Habiganj)市 테고리아(Teghoria)

사업 기간 2015년 2월 ~ 2017년 12월

사업 내용  보건소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돌봄, 어린이 영양식 배분 사업,   

마을 주민 위생교육 사업

필리핀 

빗물식수지원 

사업

필리핀 상습재해 지역 팡아난 섬과 힐루퉁안 섬은 작은 섬의 특성상 수도 공급이 이루

어지지 않고 높은 염분 함유량으로 우물 개발도 불가능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식수 전량

을 외부 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식수 구입을 위해 소득의 4분의 1에서 많

게는 절반 가까이 지출해 가뜩이나 어려운 삶의 질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 삼성디스플레이의 후원과 희망T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팡아난 섬과 힐루퉁안 

섬에 빗물식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빗물식수 시설은 평소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식

수로 공급되어 설사와 배탈 등 수인성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어린이와 마을 주민의 건강

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 시에 수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필리핀 팡아난 섬, 힐루퉁안 섬

사업 기간  2016년 3월 ~ 4월

사업 내용  식수 공급을 위한 18t 빗물식수 시설 2개 지역(섬)에 각각 설치 및 운영 교육

해외
구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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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빗물식수 

시설 사업 미얀마는 세계 기후변화 위험 순위에서 전 세계 187개국 중 2위인 나라로, 재난재해로 

연평균 5,000명이 사망하고, 매년 12만5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빈곤

층이 주로 거주하는 달라 지역은 수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지하수는 식수로 부적합하거나 오염이 심하며, 식수는 비

가 올 때 일정 기간을 제외, 전량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이에 희망브리지는 이 지역 270

명의 어린이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No.6 B.E.P.S Dala School’에 정수 필터 시스템과 자

연 여과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15t 규모의 빗물식수 시설을 설치, 지

원했습니다. 또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마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수자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미얀마 사업은 현지 파트너 단체인 CDA의 협력을 바

탕으로 포스코건설과 함께 포스코1%나눔재단이 참여한 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미얀마 양곤 달라 지역

설치 기간 2016년 9월 ~ 12월

사업 기간 2016년 9월 ~ 2017년 10월(운영 및 모니터링 포함)

사업 내용  식수 공급을 위한 15t 빗물식수 시설 1개 지역 학교에 설치 및 운영 교육. 

학급별 정수기 보급 구호 키트 700점, 티셔츠  350점, 바지 400점,   

내의 1,000점, 신발 290점 등 구호물품 2,040점 지원

네팔 지진 피해 

지역 학교 

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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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한 달 넘게 지속된 여진으로 총 3,200여 명이 사망하고 수많

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도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망브리지는 네팔 지진으로 학교

가 무너져 아이들의 공부가 중단된 소외 지역을 찾아, 아이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

록 무너진 학교 건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153km 떨어진 타나훈주 지역 

더물리 마을에 위치한 마헨드리니 학교는 유치부부터 8학년까지 총 117명의 학생과 11명

의 교사가 있는 작은 학교로 이번 대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아이들

의 안전을 고려해 튼튼한 시공법으로 학교 건물을 신축 중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

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훔우리요가’ 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네팔 타나훈주 마헨드리니 학교

사업 기간 2016년 12월 ~ 2017년 4월

사업 내용 대지진으로 무너진 학교 교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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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과 가족,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교육이 필요하고, 공공기관들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및 성인을 위한 재난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연구소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소
최근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이 빈번하고, 지진 발생 빈도도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재

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구호물자의 내용과 전달이 필요해졌고, 과거의 태풍이나 홍수

를 중심으로 한 재해 구호물자 내용과 전달에 새로운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

라 재난안전연구소는 효율적인 전달 과정에 대한 조사와 재난 발생 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재난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재

난안전교육의 실태와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연구서 발행

연구 기간 2016년 3월 ~ 12월

연구보고서 재난 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와 교육 방안

 재해 구호물자 비축 및 전달 과정의 효율화 방안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지방자치단체 구호 담당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호반장, 구호반원들이 재난 현

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구호 활동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재난구호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은 현장 

구호 활동에 우선적으로 파견됩니다. 또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전국 8개 자치단

체에서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현장 구호 활동 모의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교육 기간 2016년 6월(상반기), 11월(하반기)

교육 대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장 및 반원

교육 인원 1,653명 교육

교육 내용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요령, 재해구호 현장 활동, 재해 구호물자 역할 훈련, 

 해외 자주방재조직 활동 사례, 모의 훈련

현장 구호 활동 모의 훈련

훈련 기간 2016년 3월 28일 ~ 4월 29일

교육 대상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 전남 무안군 등 8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원

훈련 내용 세탁차량 운영, 구호물품·임시 주거 시설 전시 등

참여 인원 260명

 교육 ·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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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난안전캠프 인천대학교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과 공동으로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에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41명(교수 및 직원 포함)이 참여한 대학생 

재난안전캠프를 실시했습니다. 대학생 재난안전캠프는 재난안전교육과 함께 구호물품 

자원봉사 활동,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한 안전 체험과 봉사 활동을 실시했

으며, 파주 지역 재난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에 직접 제보하여 파

주 지역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 문화 운동 확산에도 동참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6년 9월 8일 ~ 11일 (3박 4일)

참가 대상 대학생 41명 (교수, 교직원 8인 포함)

캠프 장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초등학교 대상 

재난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인형극 

‘자연이 움직일 

때’ 공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형극 전문 극단과 안전교육 전문 강사인 안전 선생님이 문화 소

외 지역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인형극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산

간 지역 등 전국의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재해예방 인형극 ‘자연이 움직일 때’ 공연을 전문 극단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공연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난안전 매뉴얼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 기간 2016년 9월 ~ 11월 (총 121개 초등학교 교육)

교육 대상  초등학생

교육 장소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교육 시간  60분 내외 (인형극 공연 및 재난안전 매뉴얼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실시)

연 교육 인원  121개교 150회 25,178명

재해예방 인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 공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한 

재해예방 인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을 희망브리지 봉사단 서울시립대 봉사동아리 

‘YES UOS’ 회원들이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합니다. 동화 <양치기 소년>을 이야기 모델로 숲 속 마을 동물 친구들이 일상에서의 

재해 대비 방법과 태풍, 집중호우 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노래와 율동 등을 

통해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사업 기간 2016년 3월 11일 ~ 12월 2일(총 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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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0명

어린이 재난안전 

현장체험학습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재난안전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견학, 구호키트 제작, 화재 대피훈련, 응급처치 교

육, 소화기 사용법 실습, 재난안전 OX 퀴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난안전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사업 기간  2016년 6월 ~ 11월

교육 대상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생

교육 장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교육 시간  1일 4시간

연 교육 인원 20개교 1,3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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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 모자(母子) 살리기, 
 희망싸개 캠페인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캠페인
‘희망T캠페인’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은 전 세계 기후난민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희망T캠페인은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구호품이자 선물이 될 티셔츠와 함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1주일간 먹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결핍 치료식을 함께 전달해 기후난민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일시 후원금 2만5000원을 기부하면 희망T캠페인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희망T키트를 

활용하여 직접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T와 엽서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내면 

나눔이 완성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희망T키트에는 7일분의 영양결핍 치료식 가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희망T캠페인은 키트 제작부터 티셔츠의 다림질, 선물 포장 등도 봉사자와 시민의 

손길이 모여 진행되고, 캠페인 확산 전반에 아우르는 활동도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최종 완성됩니다. 

‘희망싸개 캠페인’은 기후난민 母子(산모와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희망브리지의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기후난민 모자는 재난의 위험 상황에서 불균형한 영양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세균 감염과 다양한 합병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희망브리지는 

희망싸개 캠페인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산모가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키트’와 함께 캠페인 참여자가 직접 만든 ‘신생아용 싸개(손싸개와 

속싸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싸개 캠페인 참여를 통해 ‘손싸개와 속싸개’를 직접 만들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내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아기에게 생애 첫 선물로 전달이 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기후난민 산모가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방수 시트, 산모용 

패드, 멸균날, 비누, 배꼽 집게 등이 포함된 ‘출산키트’가 함께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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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각종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재난 영웅을 ‘참안전

인’으로 선발하여 수시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8일 관원 및 가족 등 40여 명을 인솔

해 유원지에서 야외 물놀이 활동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3명의 관원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관원 가운

데 2명을 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여 관원 1명과 함께 사망한 사례, 5월 31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트

레일러를 추돌,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버스기사를 구한 사례 등 각종 재난(자연·인적·화재 등) 

현장에서 남다른 희생 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한 재난 영웅 2팀을 ‘참안전인’으로 선발해 상패

와 금메달, 상금 등을 수여했습니다. ‘참안전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실사 과정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학래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위원  한중광 한국방송인회 부회장

   백승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민병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전재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장

   전만권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사회재난대응과장

   최병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장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2016년 6월 27일         시상식 개최   2016년 7월 6일         포상금  35,000,000원

2016 참안전인  수상자 김혜민 26세 

   김종득 35세

   故 김영일 33세

참안전인 선발 공모전

공익광고 공모전

젊은 세대가 가진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난·재해에 대

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 제일기획 대학생 광고공모전 

‘아이디어페스티벌’의 특별상 부문인 공익 부문 브랜드로 참여했

습니다. 인쇄광고, 온라인광고, 광고기획서 등 5개 부문에 255작

품이 접수됐고, 이 중 1작품을 선정해 희망브리지상을 수여했습

니다. 수상 작품은 온라인마케팅, 공익광고, 홈페이지 등에 활용

할 예정입니다. 

대상 대학생·대학원생

부문  인쇄광고, 온라인광고, 광고기획서, 옥외광고, 

영상광고

작품 접수기간 2016년 4월 11일 ~ 4월 25일

참가 작품 수 255건 (희망브리지 부문)

상금 총 1,000,000원

심사 1차 예심, 2차 본심 등 2단계로 진행

시상식 2016년 7월 7일

2016 재난 사진 공모전

재난재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난재해 시 피해 이

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2016 재난 사진 공모전에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일반인과 사

진기자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접수받아 모두 9점을 시상했습니

다. 수상 작품은 공익광고, 재난재해 피해자 모금 등에 활용할 예

정입니다. 

대상 전 국민

출품 형식 디지털 사진

작품 접수기간 2016년 2월 10일 ~ 3월 26일 

참가 작품 수 744점

상금  총 3,600,000원, 

 대상(대통령상) 1점 100만 원 상당 상품권,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점  5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국민안전처 장관상) 7점 

 각 30만 원 상당 상품권 

시상식 201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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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희망브리지는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지역 

이웃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내온 성금과 각종 구호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1961년부터 

55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연금과 의류, 식품, 

생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모아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2016년 성금 (모집·지원 요약) 

총 모금액

26,163,298,365 원

13,203,003,365 원
총 지원액

30 	 의연금품	보고

31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33		 국내	재해	의연금·성금	지원

34		 구호물품	지원

35		 의연품	지원·지정기탁	물품	지원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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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피해	2,484세대

	 공동주택 피해	1,490세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피해 	19세대

의연금 지원	 8,503,000,000원

지원일	 	2016년	12월	20일	~	2017년	1월	26일

지원 결정	 	제34차	배분위원회	승인	(2016년	11월	23일)	

	 제35차	배분위원회	승인	(2016년	12월	28일)

5.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성금 지원 

지원 현황	 희생자 37명	 639,540,000원

	 생존자 2명	 7,920,000원

	 잠수사	1명	 9,900,000원

	 지원 합계 657,360,000원

지원일	 2016년	1월	~	12월

총 지원 현황	 희생자	299명	 5,866,740,000원

	 생존자	156명	 617,760,000원

	 잠수사	2명	 19,800,000원

	 지원 합계 6,504,300,000원

지원일	 2015년	7월	~	2016년	12월	

지원 결정	 167차	이사회	의결	(2015년	6월	23일)

6. 에콰도르 지진 피해  지원

1차 지원일	 	2016년	5월	20일		 지원 금액		 113,000,000원

2차 지원일 	2016년	6월	17일		 지원 금액	 197,343,365원

지원 결정	 제170차	서면이사회	(2016년	6월	8일	~	13일)

1. 대설, 풍랑, 강풍 피해(1월 17일 ~ 25일) 의연금 지원

피해 지역	 전북

피해 현황	 1세대	(주택	피해	세대)

의연금 지원 2,500,000원

지원일	 2016년	4월	27일

지원 결정	 제33차	배분위원회	승인	(2016년	11월	3일)	

2. 호우, 강풍, 풍랑 피해(8월 26일 ~ 9월 1일) 의연금 지원	

피해 지역	 경북

피해 현황	 37세대	(주택	피해	세대)

의연금 지원	 48,500,000원

지원일	 2016년	9월	26일

지원 결정	 제33차	배분위원회	승인	(2016년	11월	3일)

3. 지진 피해(9월 12일) 의연금 지원 

피해 지역	 	부산시,	울산시,	충북,	경북,	경남

피해 현황	 4,002세대	(주택	피해	세대)

의연금 지원 3,681,300,000원

지원일	 2016년	11월	10일	~	2017년	1월	12일

지원 결정	 제33차	배분위원회	승인	(2016년	11월	3일)

4. 18호 태풍 차바 피해 의연금 지원 

피해 지역	 부산시,	울산시,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피해 현황	 8,784세대/명

	 인명 피해	8명

	 주택 피해		2,941세대

	 농어가 피해	1,842세대

국내 재해 의연금·성금 지원

1. 의연금 : 18,106,545,505원

1) 폭설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6년	1월	27일	~	2월	29일

모금액	 4,996,700원

2) 지진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6년	9월	19일	~	10월	31일	

모금액	 4,277,031,942원

3) 호우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6년	9월	2일	~	10월	6일	

모금액	 63,833,900원

4) 태풍 ‘차바’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6년	10월	5일	~	10월	31일

모금액	 13,704,656,002원

5) 상시 기탁 성금

모금 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모금액	 56,026,961원

2. 재난 성금 : 6,097,894,883원

1) 에콰도르 지진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6년	4월	21일	~	5월	31일	

모금액	 312,154,798원	

2)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6년	11월	30일	~	12월	31일

모금액	 5,785,740,085원	

※	2017년	2월	1일	기준	모금총액	7,073,250,366원	

3. 사업 지정 기부금 : 1,869,262,752원

1) 국내 구호사업 : 1,182,276,862원

	사업 내용	 	재난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	구호키트	

제작	및	지원,	재난안전교육,	기초	소방	시설	

지원,	화재	피해자	지원,	가뭄지역	생수	지원,	

집수리봉사	등

2) 해외 구호 사업 : 352,570,690원

사업 내용	 	네팔	장기구호,	미얀마	홍수	피해	지원	및	

빗물식수	시설	지원,	방글라데시	상습재해	

지역	보건소	운영	및	영양보건	사업	등		

3) 캠페인 사업 : 334,415,200원 

사업 내용	 	희망T캠페인,	희망싸개	캠페인,	빗물식수	

캠페인	등	참여형	기부	캠페인을	통한	해외	

기후난민	및	재난재해	피해자	지원

4. 기타 후원금 : 89,595,225원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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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 금 품  보 고

뜻하지	않은	재해로	어려워하는	피해	이웃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으로부터	의연품을	모아	전달합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류,	식품,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모아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사업 기간	 2016년	1월	~	12월

의연품 지원지역별 의연금 지원

갑작스러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에게	꼭	필요한	생활	구호물품을	전달하여	실의에	잠겨	있는	사람

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긴급구호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16년	1월	~	12월

지정 기탁 

물품 지원

구분 계
인명 피해 주택 피해 생계 지원

소상공인 공동주택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사망/실종 부상 전파 반파 침수 소파 농어업인

부산
세대(명) 315 2 3 280 23 7

금액(천원) 328,950 15,000 6,250 280,000 20,700 7,000

울산
세대(명) 5,998 3 1 8 32 1,248 542 171 2,484 1,490 19

금액(천원) 5,587,050 25,000 5,000 40,000 73,750 1,248,000 487,800 171,000 2,484,000 1,043,000 9,500

충북
세대(명) 1 1

금액(천원) 900 900

전북
세대(명) 1 1

금액(천원) 2,500 2,500

전남
세대(명) 49 2 3 44

금액(천원) 52,000 5,000 3,000 44,000

경북
세대(명) 3,614 6 25 191 3,387 5

금액(천원) 3,326,800 25,000 57,500 191,000 3,048,300 5,000

경남
세대(명) 841 5 11 688 4 133

금액(천원) 872,100 20,000 27,500 688,000 3,600 133,000

제주
세대(명) 2,005 1 1 3 25 493 1,482

금액(천원) 2,065,000 10,000 5,000 12,500 62,500 493,000 1,482,000

합계
세대(명) 12,824 6 2 22 99 2,903 3,957 1,842 2,484 1,490 19

금액(천원) 12,235,300 50,000 10,000 97,500 235,000 2,903,000 3,561,300 1,842,000 2,484,000 1,043,000 9,500

재해	상황에	효율적인	구호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협회용	구호세트와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파주와	함양에	위치한	재해구호물류센터에	비축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곧

바로	피해	지역에	전달합니다.

사업기간	 2016년	1월	~	12월

구호물품

지원

폭염 피해 세대
쿨매트/쿨스카프	598세트,	

선풍기	60점

기장군 가스폭발 피해 세대 
대피소	칸막이(1인용)	20점,	

대피소	칸막이(2인용)	40점

태풍 ‘차바’ 피해 세대 
개인용	구호세트	283세트	

서울시 화재 피해 세대
주방용품	17세트,	이불세트	17세트

재난위기가정
주방용품	15세트

기타(사회복지 시설 등)
생필품	2,170점,	의약품	223점,	

기타	생필품류	16,885점

해외(미얀마) 소외계층
의류	1,800점,	신발류	240점

재난위기가정 
이불·침구류	224점,	

생필품	2,818점,	세제류	557점

태풍 ‘차바’ 피해 세대 
의류	5,400점,	이불·침구류	590점,	

생필품	26,494점,	생수	100박스,	

식기류	27,000점,	손세정제	93점

폭염 피해 세대
생수	50박스

태풍 ‘차바’ 피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정기탁	생수	

(2L들이)	1,920박스,	글로비스	지정기탁	

구호세트	828세트,	서울메트로	지정기탁	

구호세트	200세트,	BGF리테일	지정기탁	

생수	등	식료품	15,672점,	생필품	1,000점

재난위기가정
포스코건설	지정기탁	구호세트	

263세트,	신한생명	지정기탁	

구호세트	17세트,	메트라이프	

지정기탁	구호세트	85세트,	우리	FIS	

지정기탁	구호세트	100세트

가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정기탁	

생수(2L들이)	576박스,	OB맥주	

지정기탁	생수(2리터들이)	5,120박스

8월 호우 피해 지역 
BGF리테일	지정기탁	

구호세트	40세트	지원

해외(미얀마) 소외계층
포스코	지정기탁	구호세트	700세트

지진 피해 지역
메트라이프	지정기탁	

구호세트	200세트



협 회 소 개
a b o u t  u s

협회 소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힘들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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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운동을 계기로 ‘전국수해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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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협회	소개

38		 걸어온	길

39		 임원	및	회원
3736

사무총장

총	회

회	장감	사 이사회 배분위원회

상임이사

배분사무국장

구호사업팀경영지원팀 대외협력팀후원개발팀

조직도

재난안전연구소장

재난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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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소 개

걸어온 길 임원 및 회원1961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1964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1966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	전개,	첫해에	500만	개	판매

1967 	 7월을	‘재해구호의	달’로	지정

1977		 이리역	화약폭발사고	피해	지역에	구호품	100여	만	점	전달

1993		 냉해	피해	지역	200억	원	지원

2001 	 호우	피해	지역	280억	원	지원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법정	구호기관이	됨

2002		 태풍	‘루사’	피해	지역	1,299억	원	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명칭	변경

2003 	 태풍	‘매미’	피해	지역	1,048억	원	지원

	 대구	지하철참사	피해자	670억	원	지원

2005		 강원도	양양	산불	및	태풍	‘나비’	피해	지역	118억	원	지원

2006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의연금	배분의	총괄기관이	됨

2007 	 태풍	‘나리’	및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지역	329억	원	지원

2008 	 서해안	기름유출	및	호우	피해	지역	44억	원	지원

2009 	 강풍	및	호우피해	지역에	88억	원	지원

2010 	 태풍	‘곤파스’	및	호우	피해	지역	370억	원	지원

2011 	 연평도	폭격	피해	지역	37억	원	지원

	 태풍	‘무이파’	및	호우	피해	지역	410억	원	지원

2012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피해	지역에	230억	원	지원

2013 	 집중호우	피해	지역	6억	원	지원

2014 	 폭설	피해	지역	1억9,000만	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	10억	원	지원

2015 	 의정부	화재	피해자	6억	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	1억	원	지원

	 세월호	피해자	59억	원		지원

2016 	 세월호	피해자	6억	원		지원		

										 경주	지진	피해	지역		36억	원	지원

									 태풍	‘차바’	피해	지역		85억	원	지원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최학래 한겨레신문	고문

부회장 고대영 KBS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송필호 중앙일보사	부회장

안광한 MBC	사장

한중광 한국방송인회	부회장

이사 강호권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김석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김숙희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김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前	사무총장

김혜송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정훈 SBS	사장

백승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윤수경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장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

이				웅 한국신문잉크(주)	前	대표이사

이준희 한국일보사	사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원장

조준희 YTN	사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채수연 한국퇴직교원총연합회	상임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감사 김종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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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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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은 세상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