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아시안프렌즈 2022년 사업실적 및 결산

 가. 2022년 사업 평가

  1. 국제개발협력사업

     ◎ 코로나 19 팬데믹 지속 상황에서 몽골 바가노르 꿈나무 청소년⋅어

린이 지원 계속, 바가노르 취약계층 지원 프로젝트 추진

      - 몽골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운영 : 2013년 11월 23일 개관, 운영해온 

꿈나무센터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말까지 운영을 중지하

였다가 2022년 2월 운영을 재개함. 2022년 6월 WFK NGO 봉사단원을 파견

하여 대면교육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빈곤층 아동들에게 월 1회 기초생

활필수품(BHN) 지원

      - 바가노르 게르촌 저소득층 75가구에 표준 위생물통을 지원하고, 30

가구에 겨울나기 난방용 석탄 지원

      -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는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봉제, 네일아트, 천

연비누⸱양초 만들기, 방석 만들기 교실 등을 진행하고, 2022년 5월 자원봉사

센터를 열어 쓰레기 줍기, 폐건전지 수거 등 봉사활동을 전개   

     

     ◎ 2017년 3월 개교한 로티아나 마을학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

해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2021년 9월 1일부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찬드

라반/로티아나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영양식 지원 계속

 

  2. 다문화사업 

     

     ◎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서울․수도권 거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워크숍을 진행하고 뮤지컬‘더 드림 캠프’ 공연

     ◎ 서울시의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으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연극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극‘토닥토닥, 이젠 꿈을 노래해요’ 공연

     ◎ 서울시의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으로‘엄마와 함께 자

존감을 높이는 베트남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베트남 원오도

량’건축비를 지원

     ◎ 코리아타임스가 주관하는 제 11회 한국다문화청소년상 후원 

   3. 교육사업

     ◎ 미래세대 재능적성 발굴 프로젝트에 서울여대, 중부대학교 학생 30여명

이 상담사 과정에 참여하여 3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3개 지역아동센터 

102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중지능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였음.

     

  



 나. 2022년 사업 실적

  1. 국제개발협력사업

  가. 몽골 꿈나무청소년⋅어린이 지원 사업 

   (1) 바가노르 빈곤 청소년·어린이 지원 

    ㅇ지역 : 울란바토르 바가노르구 

    ㅇ협력단체 :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대표 : 너몬자야)

    ㅇ아동 수 : 30여명

 

월 내        용

2월 마스크, 생리대, 티셔츠, 바지 

3월 마스크, 바지, 외투, 안경케이스 등

4월 마스크, 다과, 학용품

5월 밀가루, 빵, 면

6월 어린이날 행사 선물

7월 옷, 마스크 등(한․몽 교육문화교류협회 후원)

8월 겨울철 의류

10월 옷, 마스크, 

12월 신찔파티, 선물 나눔

 

   (2)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운영 

    ㅇ꿈나무센터 방과 전·후 교실 운영 개요

      - 일시 : 월〜금요일 오전 오후 2회

      - 내용 : 한국어교육, 예체능교육, 위생교육, 인성교육, 학교 과제 보충 

      - 영양식 제공 : 1일 1식 

     ㅇ운영 재개: 2022. 2. 21



    ㅇ활동가 : 김서영

    ㅇ특기사항 : 2022. 6. 20부터 대면수업 개시

    ㅇ운영 내용

     - 월~금 주 5회, 2시간 씩 한국어 교육-김서영 단원 

     - 월,수,금 주 3회 90분씩 영어 교육-선교사 2명

     - 매주 수요일, 배구/농구/배드민턴/비즈 만들기 등-김서영 단원

  
  (3) 취약계층 겨울나기 난방용 석탄 지원

     ㅇ내용 : KT&G 상상펀드 기부마켓 사연공모 선정(2021.10) 프로젝트 

    ㅇ대상 : 바가노르 취약계층 80 가구

    ㅇ일시 : 1차: 2021. 12.31 50가구. 2차; 2022. 1.12〜16  30가구 

  (4) 바가노르 취약계층 위생물통 지원

    ㅇ대상 : 저소득층 75가구

    ㅇ일시 : 2022. 4.18〜4. 19, 5.11

    ㅇ내용 : 가구당 표준 위생물통 60L 1개씩 지급

    ㅇ예산 : 300만원(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 한국전력공사)



  
   (5) 바가노르 아시안프렌즈 활동

활동명 일시 대상 장소

봉제교육 2.14〜3.15 편모가정 및 취약계층여성 20명 미용직업훈련학교

네일아트 2.21〜3.15 편모가정 및 취약계층여성10명 미용직업훈련학교

천연비누

천연양초
2.20 꿈나무센터 아동 보호자 10명 미용직업훈련학교

쓰레기줍기

봉사활동
5.21 IMPACT CLUB 학생 25명 참여

미용직업훈련학교

주변
지원봉사

센터 개관
5.27 운영위원 5명, 회원 20명

지역 조사 7.14〜7.20 KOICA 사업제안 관련 설문조사 응답 170건 정리

가정 방문 7.29 센터 아동 가정 2곳 의류 등 전달

원데이 

미술교실
8. 6〜8.7

한․몽교류협회, 한결라이온스클럽

16명
꿈나무센터기공식

환경캠페인 9.17 바가노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9.30 바가노르 자원봉사자
폐건전지수거함설치

복지관 미용 봉사
가정방문 10.27 식료품 전달
자원봉사 10.28 바가노르 자원봉사자 폐건전기수거함제작

방석만들기 11.11∼15 편모가정 및 취약계층여성 미용직업훈련학교
천연비누 11.12∼17 편모가정 및 취약계층여성 미용직업훈련학교
NGO총회 12.14 재몽골 NGO 총회 참석

    △봉제교육                 △네일아트 교육        △천연비누•양초 교육



    △바가노르 AFs 자원봉사센터 오픈          △원데이 미술교실

   △꿈나무센터 기공식        △환경보호 캠페인         △복지관 미용 봉사

   (6) KCOC WFK NGO 봉사단 운영

     ㅇ아시안프렌즈 9기 단원 활동

      - 이름 : 김서영(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파견지역 : 몽골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 내용 : 코로나 19로 인해 몽골 파견 전 본부에서 원격으로 한국어수

업 진행→몽골이 파견대상국으로 바뀜에 따라 현지 파견

       ․ 2022. 2. 7 부터 사무국 근무(매주 화, 목, 금) 

      ․ 2022. 6. 9  몽골 현지 파견

      ․ 2022.12.24  파견 종료, 귀국

    ㅇ아시안프렌즈 10기 단원 선발

     - 이름 : 최지원(동국대 정보통신공학 졸업)

      - 국내 교육 : 2022. 12. 19∼12. 23

     - 파견지역 : 몽골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 파견 기간 : 2023. 1. 14∼2023. 12.



 나. 인도 오르차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

 (1) 로티아나 마을학교 개요

    ㅇ개교일 : 2017. 3. 6

    ㅇ등록 학생 수 : 50여명

    ㅇ교사 : Mr. Kamlesh Mankere

    ㅇ운영 : 월〜토 오전 10시〜오후 1시

    ㅇ과목 : 힌디어, 수학, 영어, 생활기술, 예절교육 등

    ㅇ주요 후원기관 : 로이킴 팬카페 ‘로이존’

   (2) 마을학교 운영 

    ㅇ내용 : 코로나 19로 인해 2020. 3.〜 2021. 8월 말까지 운영 중단

    ㅇ운영 재개 : 2021. 9. 1

     - 폭염으로 5∼6월 방학 후 7월 10일 개학

     - 교사 Mr. Hari Bhajan에서 Mr. Kamlesh Mankere로 바뀜.

 라. 찬드라반/로티아나 빈곤 아동 기초영양식 제공

    ㅇ대상 : 찬드라반/로티아나 마을 아동 약 130명

    ㅇ품목 : 영양죽, 우유, 비스킷, 바나나, 오렌지 등

    ㅇ일시 : 매주 목, 금요일

    ㅇ협렵가 : 디디 



 2. 다문화사업

  가. 다문화가족 청소년 뮤지컬

  (1) 사업 개요

    ㅇ사업특징 : 2022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특화사업 선정

    ㅇ사업명 : 다문화가족 청소년 뮤지컬 

    ㅇ사업목적 :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뮤지컬 창작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주인의식을 갖추게 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뤈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ㅇ사업대상 : 서울․수도권 거주 다문화 청소년 20명 내외

    ㅇ사업기간 : 2022. 4.〜12.

    ㅇ사업내용 : 뮤지컬 워크숍 13회, 공연 2회

   (2) 다문화 청소년 뮤지컬 워크숍

    ㅇ참여인원 : 29명(다문화 청소년 17명, 연출 및 지도강사 4명, 기획 및 

공연 스탭, 진행 등 8명)

    ㅇ일시 : 2022. 8. 7∼11. 5

    ㅇ장소 : 예술공간 디딤

    ㅇ지도강사 : 김봄희, 우지민, 허선영, 최윤진

    ㅇ추진 실적 : 뮤지컬 워크숍 13회

 

날짜  장 소 내용 참석

8. 7 예술공간 디딤  1회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라포 형성 18명

 8.14 〃  2회 워크숍, 나의 마음, 꿈 알아보기 18명

 8.21 〃  3회 워크숍, 이야기 줄거리 만들기 19명

8.28 〃  4회 워크숍, 대본 초안 읽기, 마인드 맵 그리기 21명

9. 4 〃  5회 워크숍, 대본 리딩, 내 몸 알기 21명

9.18 〃  6회 워크숍, 대본 읽기, 뮤지컬 노래 배우기 22명

 9.25 〃  7회 워크숍, 장면 만들기, 무대에서 움직여보기 20명

10. 2 〃  8회 워크숍, 노래 배우기, 프로필 사진 촬영 23명

10. 9 〃  9회 워크숍, 뮤지컬 노래와 안무 배우기 22명

10.16 〃 10회 워크숍, 뮤지컬 노래 배우기, 장면 만들기 23명

10.23 〃 11회 워크숍, 노래 연습. 전체 런 돌아보기 25명

10.30 〃 12회 워크숍, 안무 연습, 장면 전환 23명

11. 4 〃 13회 워크숍, 뮤지컬 전체 연습 20명

  



 

1회기 워크숍( 8. 7) – 오리엔테이션 2회기 워크숍(8.14)-움직임과 이야기

3회기 워크숍(8.21)-‘꿈’이야기 만들기 4회기 워크숍(8.28)-마인드 맵 그리기

7회기 워크숍(9.25)-다같이 장면 만들기 8회기 워크숍(10. 2)-프로필 사진 찍기

11회기 워크숍(10.23)-안무 배우기 12회기 워크숍(10.30)-안무 연습하기



   (3) 공연

    ㅇ일시 : 2022. 11. 6(일) 오후 3시, 6시 

    ㅇ장소 : 나루아트센터(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

    ㅇ참여인원 : 30명((다문화 청소년 17명, 기획, 연출, 기술 지원 및 스탭 13명) 

    ㅇ공연 명 : 뮤지컬 ‘더 드림캠프’ 

    ㅇ내용 : 꿈이 너무 많아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다솔과 꿈이 아예 없

어 고민이 많은 진서 등 많은 친구들이 드림캠프에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꿈을 찾는 이야기.

    ㅇ관객 : 135명



   (4) 평가회 및 해단식 

    ㅇ뮤지컬 활동 후속작업

     - 포토북 제작 : 워크숍 및 공연 전 과정 수록

     - 뮤지컬 활동 참여 수료증 수여 

     

   (5) 홍보, 네이트 

     ㅇ2022. 6. 5.  참가자 모집 보도 :  연합뉴스, 매일경제, 네이트뉴스

     ㅇ2022. 6. 7.  참가자 모집 보도 : 한국경제  

     ㅇ2022.11. 2.  공연 보도 : 연합뉴스, 한국경제, 스포츠뉴스, NT뉴스룸 

    ㅇ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TYJCtI18hxU&t=15s

       

  나. 외국인주민․난민과 함께하는 연극

   (1) 사업 개요

    ㅇ사업특징 : 2022 서울시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선정

    ㅇ사업명 : 외국인주민․난민과 함께하는 공감 연극 

    ㅇ사업목적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감연극 여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상호간 인식의 변화를 꾀함.

    ㅇ사업대상 : 서울․수도권 거주 외국인주민․난민 20명 내외

뮤지컬 ‘더 드림캠프’ 공연(11. 6)



    ㅇ사업기간 : 2022. 4.〜12.

    ㅇ사업내용 : 연극워크숍 15회, 공연 2회

   (2)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눈 공감 연극 워크숍

    ㅇ참여인원 : 19명(외국인주민 9명, 선주민 3명, 기획, 연출, 진행, 스탭 

등 7명)

    ㅇ일시 : 2022. 7.31∼11.19
    ㅇ장소 : 유어스테이지 약수 디딤

    ㅇ지도강사 : 김숙현(경기대학교 연기학과 강사)

    ㅇ추진 실적 : 공감연극 워크숍 14회, 합평회 1회

 

날짜  장 소 내용 참석

7.31 유어 스테이지  1회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관계 및 친밀감 형성 10명

 8. 7 〃  2회 워크숍, 관계형성, 나의 욕구 감각하기 7명

 8.14 〃  3회 워크숍, 관계형성, 나의 욕구 점검하기 11명

8.21 〃  4회 워크숍, 지나온 삶, 현재의 삶 성찰하지 12명

8.28 〃  5회 워크숍, 희노애락을 몸으로 경험하기 16명

9. 4 〃  6회 워크숍, 다양한 이야기 속 역할 입기 14명

 9.18 〃  7회 워크숍, 감정을 순화하고 삶을 포용하기 14명

 9.25 〃  8회 워크숍, 비문 만들기 9명

10. 2 〃  9회 워크숍, 공동의 연극 만들기 11명

10.16 〃 10회 워크숍, 공동의 연극 만들기 15명

10.23 〃 11회 워크숍, 장면 구성 및 공연 준비 11명

10.30 〃 12회 워크숍, 장면 완성 17명

11. 6 〃 13회 워크숍, 세부 연습 및 동작선 정리 9명

11.13 〃 14회 워크숍, 세부 연습 및 동작선 정리 11명

7.31  1회기-첫 만남, 자기 소개  8. 7 2회기-관계 형성, 나의 욕구 감각하기



 8.14 3회기-관계 형성, 나의 욕구 점검하기   8.21  4회기-현재의 삶 성찰하기

 8.28  5회기-희노애락을 몸으로 경험하기  9. 4  6회기-다양한 이야기 속 역할 입기

 9.18  7회기-감정을 순화하고 삶을 포용하기  9.25  8회기-부분 대본 읽고 의견 나누기 

10. 2  9회기-공동의 연극 만들기  10.16  10회기-공연 대본 공유하고 읽기



   
   (3) 리허설 및 공연

    ㅇ일시 : 2022. 11. 19(토) 11.20(일) 오후 3시, 6시 

    ㅇ장소 : 나루아트센터(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

    ㅇ참여 인원 : 20명(출연 배우 11명, 기획, 연출 공연 스탭, 진행 등 9명) 

    ㅇ공연 명 : 공감연극 ‘토닥토닥, 이젠 꿈을 노래해요’

    ㅇ내용 : 몽골, 페루, 베트남, 일본, 캐나다,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여성들이 아픔과 상실을 성장의 자원으로 수용하여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몸짓

    ㅇ관객 : 95명

 10.23  11회기-장면 구성 및 공연 준비  10.30  12회기-장면 완성 하기 

 # 춤연극-상처 입은 새  # 나는 ㅇㅇㅇ입니다.

 # 동, 동, 동대문을 열어라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모



 # 사랑-사이-세상의 탄생  # 장군의 딸들-아버지와의 화해 

 # 신이 되어-신화 속 조각들처럼  # 나에게 이 꽃을 바칩니다.

 # 힘을 드러내는 몸짓  # 꿈을 잇는 조각-나의 꿈, 너의 꿈 잇다



   (4) 합평회 

    ㅇ일시: 2022. 12. 18(일) 14:00∼16:30

    ㅇ장소: 유어스테이지 약수

    ㅇ참석: 11명(배우 8명, 기획, 연출, 홋카이도 대 교수 1명)

    ㅇ내용: 공연 동영상 감상, 프로그램 참여 소감 말하기

ㅇ공감 연극활동 워크숍 및 공연 수료증 수여, 포토북 증정

   (5) 홍보 

    ㅇ2022. 6. 9  참가자 모집 보도 : YTN 재외동포 소식 

    ㅇ2022. 7. 3  평화방송 라디오 ‘양미경의 우리가 무지개처럼’ 출연

    ㅇ2022.10.19.  평화방송 양미경의 그들도 우리처럼 

    ㅇ2022. 11.11 공연 보도 : 연합뉴스, 한국경제, 한경닷컴, 스포츠조선, 

QNN24, 아시안타임즈

    ㅇ2022. 11.20  공연 보도 : 뉴스 1, 네이트뉴스 

    ㅇ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f_c2K6Cuim4

  다.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ㅇ사업특징 : 2022 서울시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선정

    ㅇ사업명 : 엄마와 함께 자존감을 높이는 베트남어 교육

    ㅇ사업목적 :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정서적 유대감 증진,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미래의 글로벌 인재 양성

    ㅇ사업대상 :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엄마와 자녀 

    ㅇ사업기간 : 2022. 4.〜12.

   (2) 추진 내용

    ㅇ참여인원 : 88명(엄마 41명, 자녀 47명)

    ㅇ강사 : 6명(도 옥 루이엔, 한유나, 이예은, 이하연, 부이 티 루, 래피피)

    ㅇ추진실적

     -우리 아이 이해하기-엄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집합교육 14회

     -신나는 자랑해요 베트남어-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베트남어로 대화하도

록 독려하고 가르치는 방문교육 : 127회

     -자녀교육 걱정 떨치기 :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해 전문 육아지침서를 

읽고 베트남어로 번역후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전수



 
  라. 베트남 이주민 복지시설 건립 지원
   (1) 사업 개요

   ㅇ경남 지역에는 많은 베트남 이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문화생활 공간은 

물론 어렵고 힘들 때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음.  

   ㅇ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베트남 이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 ‘베트남

원오도량’ 건축비를 지원함으로써 베트남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

고자 함. 

  마. 제 11회 한국다문화청소년상 후원
    ㅇ주관 : 코리아타임스

    ㅇ후원 : 여성가족부, 아시안프렌즈, 서울YMCA,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등

    ㅇ시상식 : 2022.12. 5  16:00  언론진흥재단 19층

    



 3. 교육사업

 가. 미래세대 재능적성 발굴 프로젝트

  (1)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적성 

 분석 및 멘토링을 통해 잠재된 재능과 적성을 발굴

    ㅇ사업대상 :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초등 4,5,6학년과 중학생 등 150여명 대상

    ㅇ사업내용 

     - 다중지능 검사를 통한 재능적성 파악

     - 다중지능 3급 상담사/자원봉사자 육성 및 멘토링

    ㅇ추진방향 : 서울여대 및 중부대 취업진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중

지능 상담사 3급 자격증 과정 진행 

     - 2022. 3.30〜5. 4  6회(18시간) 상담사/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프로젝트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검사 및 멘토링 실시 

    ㅇ추진 내욕

     - 상담사 과정 참여자 : 서울여대 12명, 중부대 20명이 참여하였으나       

10여명의 교육 중도 탈락자가 발생함,

     - 전국 13개 지역아동센터 135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다중지능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102명의 상담을 진행하였음.

     - 상담봉사자 부족으로 33명은 가을학기로 이월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 봉사자 10명은 서울여대 서비스러닝과정 참여로 진행됨.

    

 4. 기획협력사업 
 

  가. 회원사업

   (1) 회원 현황

    ㅇ2022년 12월 31일 현재 499명(2022년 기부자 182명)

   (2) 뉴스레터 제작․발송

    ㅇ횟수 : 1월∼12월 중 6회



  나. 홍보사업

   (1) 홈페이지
    ㅇ홈페이지 수록 내용 일부 수정

     - 재정보고, 공익위반 제보 배너 등

    ㅇ새해 연하장, 아시안프렌즈 활동 등 6건 업로드

    

   (2) SNS 홍보
    ㅇ다음카페
     - 베트남 이주민 공동체 ‘부자클럽’ 등 30회 등재
    ㅇ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바가노르 취약계층 가정에 겨울나기 석탄 지원 등 7회 등재      

 
   (3) 홍보 활동

    ㅇ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 일시 : 2022. 7. 3

     - 프로그램 명 : 양미경의 우리가 무지개처럼 레인보우 초대석

     - 대담: 양미경(진행), 이남숙(초대손님) 

    ㅇ평화방송 라디오 

     - 일시 : 2022. 9.25

     - 프로그램 명 :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하는 현장 속으로‘

 

    ㅇBBS 불교방송 라디오 세계는 한가족 출연

     - 일시: 2022.11.11

     - 프로그램 명 : 다문화 초대석 ‘만나고싶었습니다.’

     - 출연자 : 이남숙 이사장

     - 방송 : 2022. 11.12, 11,29 2회 방송

    ㅇKBS 한민족방송 출연

     - 일시 : 2022. 11. 22

     - 프로그램 명 : ‘한민족 하나로’ 일요초대석

     - 대담: 원종배(진행), 이남숙, 한유나, 아리아, 홍안나

     - 방송 : 2022. 12. 18 오전 10시, 오후 8시



  라. 모금사업

    (1)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운영 

 항 목 모금함명 모금기간

인도 1월 배움갈증 채워주는 로티아나 마을학교 1. 3〜2. 2

인도 2월 로티아나 마을학교에서 내일의 꿈을 키워요 2. 1〜3. 1

몽골 바가노르 꿈나무센터에서 꿈을 키워요. 12. 4〜1.31
네팔 마칼루 고산부족 아동들 꿈을 키우는 책주머니 지원 12.10〜1.31
몽골 2월 바가노르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2. 2〜3. 3

네팔 네팔 마칼루 고산부족 아동들의 꿈을 키우는 책주머니  2. 1〜3. 3

인도 3월 인도 로티아나 마을학교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요. 3. 3〜4. 3

몽골 3월 몽골 바가노르 게르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3. 3〜4. 3

인도 4월 로티아나 마을학교에서 내일의 굼을 그리는 아이들 4. 2〜5. 2

네팔 네팔 고산지역 초등학교에 책 주머니를 선물해주세요 3. 8〜4.20

몽골 4월 바가노르 꿈나무센터에 꿈을 심어주세요 4. 4〜5. 3

고려인 고려인 아이들의 뿌리찾기를 도와주세요. 4.13〜6.30

네팔 네팔 고산지역 초등학교에 책 주머니를 선물해주세요 4.22〜5.22

인도 5월 인도 로티아나 마을학교에서 내일의 꿈을 그리는 아이들 5. 1〜5.30

몽골 5월 바가노르 꿈나무센터에서 꿈을 키워요. 5. 6〜6. 5

네팔 네팔 고산족 아이들 꿈이 담긴 책주머니를 선물해주세요. 5.24〜6.25

인도 6월 로티아나 마을학교에서 내일의 꿈을 그리는 아이들 5.31〜6.30

몽골 6월 몽골 바가노르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6. 7〜7. 7

네팔 네팔 고산족 아이들에게 책주머니를 선물해주세요. 6.27〜7. 8

네팔 네팔 마칼루 산자락 초등학교에 책주머니를 선물하세요. 7.13〜8.31

인도 8월 불가촉 천민마을 로티아나 마을학교를 응원해주세요. 7.29〜8.31

몽골 8월 바가노르 꿈나무들의 꿈이 영그는 꿈나무센터 8. 8〜9. 7

인도 9월 불가촉천민 로티아나 마을학교에서 희망을 꿈꿔요. 9. 1〜10. 1

네팔 9월 히말라야 마칼루 꼬산부족 초등학교에 책 주머니를 선물 9. 1〜10. 1

몽골10월 몽골 바가노르 취약계층에 겨울나기 석탄을 지원해주세요. 9. 7〜10.31



 5. 운영 

  가. 2022년 정기총회(제14차) 서면결의 대체

   ㅇ서면결의 기간 : 2022. 2.14〜2.21

   ㅇ서면결의 회신 : 23명

   ㅇ안건 :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ㅇ결과 : 전원 찬성 

  나. 2022년 임시총회 개최

  ㅇ일시 : 2022. 12. 20

   ㅇ장소 : 아시안프렌즈 사무국, 위임장 및 서면결의서 제출

   ㅇ참석 : 23명(출석 6명, 위임장 및 서면결의서 제출 17명)

   ㅇ내용 

     - 정관 제 34조 ‘회계연도 및 결산서류 등의 공개’개정

     - 정관 제 13조 ‘임원의 임기’ 중 ‘이사장 직책의 임기’ 개정 

     - 신임 운영위원 선임 : 앵대권(더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네팔 고산부족 초등학교에 희망심는 책 주머니 10.4∼11. 5

인도 불가촉천민 로티아나 마을학교에 희망꽃이 피어나요. 10.4∼10.17

인도10월 로티아나 마을학교에서 미래 꿈을 꾸어요 10.19∼11.25

인도11월 로티아나 마을학교가 있어 꿈을 꿀 수 있어요 10.26∼11.30

네팔 네팔 마칼루 산간오 초등학교에 책주머니를 선물해주세요. 11. 8∼12.20

몽골11월 몽골 바가노르 꿈나무센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11. 8∼12.12

인도12월 로티아나 마을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고픈 배도 채워요. 12. 1∼1. 1



  

  다. 이사회 운영

   (1) 이사회 개최

  라. 사무국 운영

     

   (1)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ㅇ2021. 12.27  제 16기 인턴십 활동계약 체결
     - 이름: 김영서(외국어대 남아프리카어 전공)
     - 기간: 2021.12.27〜2022. 2.17
     - 주요 활동 : AFs 홈페이지 리뉴얼, 

    ㅇ2022. 12.26  제 17기 인턴십 활동계약 체결
     - 이름 : 이현경((명지대 문예창작학과)
     - 기간 : 2022.12.26.∼2023. 2.16
     - 주요 활동 : 다문화 사업 설문조사 결과 정리,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일시 장 소 안          건 참석 위임

1차 1.28 사무국
ZOOM화상

1.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2.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2022년 총회는 2.22 서면결의로 대체

9명 7명

2차 5.26 사무국
ZOOM화상

1. 2022년 1/4분기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 아시안프렌즈 발전방 모색  8명 6명

3차 8. 4 사무국
ZOOM화상

1.2022년 상반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2022년 사업 및 예산 일부 조정
3. 아시안프렌즈 발전방안 모색

8명 7명

4차 10.26 ZOOM화상 1.2022년 3/4분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아시안프렌즈 발전방안 모색 9명 6명

5차 12.10 ZOOM화상 1. 2023년 공익재단(기부금) 재 지정 신
청에 앞서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 6명 1명



 다. 2022년 결산
  1. 2022년 결산 총괄표
  ㅇ 수입              (단위: 원)

항 목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회비 　 35,000,000 36,673,502 104%

회원 회비 CMS 회비 30,000,000  25,248,000 

일시회비 5,000,000 11,425,502 

2. 기부․후원금 　 54,400,000 84,355,990 155%

기부금 42,900,000 80,988,400

특별기부금 15,000,000 58,000,000

　 해피빈 19,000,000 16,688,400

뉴스레터 제작 6,900,000 6,300,000

홍보자료 제작 2,000,000 -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모금 1,000,000 367,590

이벤트모금 캠페인 모금 1,000,000 -

후원금 　 9,500,000 3,000,000

　 한가람유치원 3,000,000 3,000,000

후원자개발 5,500,000 -
후원의 밤 1,000,000 -

3. 보조금 　 59,500,000 62,007,110 106%

서울시 다문화가정자녀 모국어 7,000,000 7,000,000

서울시 다문화 지역특화사업 20,000,000 20,000,000

서울시 외국인주민인권보호업 17,500,000 17,500,000

KCOC WFK　NGO 15,000,000 17,507,110

4. 기타 　 580,000 72,687

　 예금결산 이자 80,000 72,687

　 기타 잡수입 500,000 0

5. 이월금 이월금 50,324,631 50,324,631

수입 합계 　 199,804,631 233,433,920 117%



  ㅇ 지출              (단위: 원)
항 목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사업비 　 120,700,000 133,770,879 111%%

국제개발협력 　 41,000,000 29,865,518 73%

몽골 꿈나무어린이 지원 25,000,000 23,620,738

인도 로티아나 마을학교 7,000,000 80,000

인도　 빈곤아동 영양식 제공 5,000,000 1,426,580

아시아어린이 돕기 3,000,000 4,238,200

국제개발협력조사 등 1,000,000 500,000
다문화사업 　 50,000,000 92,012,606 184%

다문화 자녀 베트남어 7,000,000 7,128,940
　 다문화 청소년 뮤지컬 23,000,000 20,528,436

외국인주민 공감연극 20,000,000 17,355,230
베트남 이주민복지시설 - 47,000,000

교육사업 　 14,500,000 3,018,340
　 미래세대재능적성 발굴 12,000,000 3,014,460
　 청년학생 지구촌 이해 2,500,000 3,880
기획협력 　 15,200,000 8,874,415
　 이주아동권리보장 300,000 -
　 회원사업 11,900,000 8,563,840
　 홍보사업 2,000,000 310,575
　 모금사업 1,000,000 0
2. 경상비 　 45,800,000 21,555,616 47%

인건비 　 28,000,000 6,469,660
　 임직원 인건비 25,000,000 6,000,000
　 사회보험금 2,000,000 469,660
　 퇴직적립금 1,000,000 0
운영관리비 　 17,800,000 15,085,956
　 사무실임차․관리 12,000,000 11,069,000

총회․이사회 운영 1,000,000 229,710
사무국 운영 1,000,000 654,980

　 소모품비 300,000 25,000
　 제세공과금 1,000,000 731,146
　 수용비,수수료 2,500,000 2,376,120
3. 사업외비용 보조금 반납 1,100,000 916,066

4. 예비비 예비비 32,204,000 -

지출합계 　 199,804,000 156,242,561 78%

이월금 차년도 이월금 77,19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