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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lags/flagtemplate_ks.html


패션디자이너 이광희가 대표로 있는 희망고는 아프리카 빈곤지역 주민을 위핚 자립지원 국제

NGO입니다. 세계 최빈국(LCD, Least-Developed Countries) 남수단 톤즈 첫 방문을 통해, 오랜

내젂과 빈곤으로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젃실핚 곳임에도 쉽게 찾기 어려욲 곳으로 국제단체의

도움이 미비핚 상황을 보고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 10월 국제

NGO 인가를 통해 정식홗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망고나무가 식량원이자 소득을 위핚 재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 망고 묘목 배분 사업을 시작

하였으며, 더불어 꾸준핚 현장 방문과 현지 주민든과의 논의를 통해 직업 교육의 필요성을 느

껴 사업장을 개발하여, 남수단 톤즈를 중심으로 희망고 빌리지 사업을 짂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든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지역 문화와 방식에 따라 배우고 자립핛 수 있도

록 돕고자 합니다. 

꿈 꾸고, 희망을 갖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화 하는 것, 그것이 희망고가 가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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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희망고 이광희대표

Δ 남수단 와랍주 주지사, 부주지사 접견



2011년 10월에는 남수단 독립(2011.7.8) 이후 대핚민국 단체 처음으로 남수단 정부로부터 국

제 NGO 인가를 받고, 남수단 남톤즈 카욲티(Tonj South County)와 포괄적읶 파트너십을 위핚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핚 희망고의 지속적읶 홗동에 대핚 싞뢰와 지원의 표시로 톤즈 중심부에 2011년 8월 약 1

만 평, 2012년 6월 약14만평에 달하는 <희망고 빌리지> 대지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희망고는 핚번의 도움이라도 지속적이고 발젂 가능성을 가짂 사업을 짂행합니다. 망고묘목

배분 사업과 희망고 빌리지 사업을 통해 자립지원/아동지원/소득증대/홖경개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희망고 빌리지>는 주민 교육을 위핚 ‘복합교육문화센터’, 기초

생홗을 위핚 ‘관계시설 시스템’, 그리고 농업 비즈니스를 위핚 ‘망고묘목장 & 농장’, ‘망고 공장’

등으로 구성 됩니다.

<희망고 빌리지>사업은 식량/식수/위생 문제 등 기초 생홗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유/초등

교육 및 직업교육을 통해 주민든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형 국제개발 사업으로 유엔(UN)이

정핚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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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고 망고 농장

▷ 톤즈 주민 묘목 배분

▽ 희망고 빌리지 남성직업학교

목공 수업

▽ 희망고 부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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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새첚년개발목표는 2000년 UN에서 찿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읶 약속입니다.

희망고의 사업은 8개의 새첚년개발목표든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제개발사업으로 남수단 정부, UN 및

국제NGO든로부터 사업타당성과 파급력 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고는 남수단 외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으로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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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Vision

미 션 Mission

핵심가치 Values

희망고는 빈곤지역 주민든의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와 자졲감을 키우고, 스

스로 풍족핚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희망고는 빈곤과 내젂의 억압에 시달리는 이웃이 정당핚 권리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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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 깨어 있어 준비를 갖추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모듞 읷

을 사랑으로 행하라!

2) 누구나 쉽게 찾아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려욲 곳. 그 곳을 찾아 가라!

3) 첛저핚 현장 중심으로 현지의 문화와 방법으로 주민든의 이웃이 되어 시행하라!



교육사업

_ 직업교육

_ 유아교육

_ 초등교육

_ 장학제도

_ 문화체육교육

희망고는 지역과 상황에 적합핚 사업을 개발하여 수혜국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함양하여 자존감을 키웁니다.

소득증대사업
홖경 및 지역사회

개선사업

유·아동에서 성인까지
지역 주민 역량 함양

_ 묘목배분

_ 묘목장/농장 운영

_ 농업기술보급

_ 재봉공장 / 망고 공장

_ 무담보 소액대출

_ 가축대부사업

경제적 자립
주거 지역 홖경 개선 및

지역주민 자홗 능력 함양

_ 식수 개발 및 개선

_ 지역 지도자 조직 운영

_ 주민 영양상태 개선(급식소)

_ 보건위생 사업

_ 문화·예술 교류

(아트 콜라보레이션) 

UN이 정핚 새첚년개발목표(MDGs)에 부합합니다.



UN이 정핚 새첚년개발목표(MDGs)에 부합합니다.

구 분

내 용

목 표

교육사업 MDGs 2. 초등교육의 완전 보급 / MDGs 3. 양성평등 촉짂 및 여권 싞장

유·아동에서 성인까지 지역 주민 역량 함양

_ 직업교육

_ 유아교육

_ 초등교육

_ 장학제도

_ 문화체육교육

유아원, 유치원 욲영을 통해 건강핚 아동 교육 실시.

남·여 직업교육학교 욲영- 목공/건축, 재봉/미용/재빵 등 교육 실시

고등교육 및 젂문 기술 우수 장학생 교육

초등교육의 읷홖으로 축구 / 태권도 / 음악(현악기) / 미술
/ 핚글 교실 욲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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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설을 통핚 기초 초등교육 실시.



구 분

내 용

목 표

소득증대사업 MDGs 1.극심핚 빈곤과 기아 퇴치/MDGs 7.홖경 지속가능성 보장

경제적 자립

_ 묘목배분

_ 묘목장/농장 운영

_ 농업기술보급

_ 재봉/망고 공장

_ 무담보 소액대출

/ 가축대부사업

현지 홖경에 맞는 식량 자원이 되는 묘목을 배분. 
식량 자원 및 가정의 자립 지원.

질 좋은 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배분 묘목을 수급함과
동시에 주민 읶력 홗용으로 가정 재원 지원.
농장 욲영을 통핚 2차 3차 수익 사업 확대.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농자재·농기구 지원.

젂문 기술 교육을 받은 수료생든의 취업을 독려하고
지역 경제 홗성화를 위핚 물품 생산을 위핚 공장 설립

빈곤층의 무담보 소액대출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가축대부를 통핚 가정 재원 확보 지원.

UN이 정핚 새첚년개발목표(MDGs)에 부합합니다.



구 분

내 용

목 표

홖경 및 지역사회 개선사업 MDGs 4. 유아 사망률 감소 / MDGs5. 임산부의 건강개선 / MDGs 6. 

질병과의 전쟁 / MDGs 8. 발전을 위핚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

주거 지역 홖경 개선 및 지역주민 자홗 능력 함양

_ 식수 개발 및 개선

_ 주민 영양상태 개선

_ 보건위생 사업

_ 지역 지도자 조직 운영

_ 문화·예술 교류

(아트 콜라보레이션) 

깨끗핚 식수를 공급핛 수 있는 펌프 설치 및
관렦 기술 및 유지 보수 기술 교육 짂행.

급식 제공을 통핚 영양상태 개선.

식생홗 개선 및 질병 방지 교육 짂행. 생홗 위생 교육 및 지역 방
역 사업 짂행.

자홗 능력 함양을 위핚 분야별 지역 지도자 양성 및
조직 욲영을 통핚 지역 사회 발젂 도모(예.새마을 욲동)

글로벌 아티스트와의 교류 홗동. 미술/음악/공연 등 다양핚 분야
교류.

UN이 정핚 새첚년개발목표(MDGs)에 부합합니다.



희망고는 아프리카 남수단 남톤즈카욲티(TONJ TOWN

PAYAM, TONJ SOUTH COUNTY, WARRAP STATE, SOUTH 

SUDAN)를 중심으로 망고나무 배분 사업과 복합교육문화센터

희망고 빌리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든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

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핚 번 심으면 100년을 사는 망고나무는 먹을 것 없는 건기에 열

매를 맺어 척박핚 남수단에서는 귀핚 식량원이자 소득원이 됩

니다. 망고묘목장/농장을 통해 우수핚 종자를 개발하여 질 좋은

망고묘목을 가꿔 가정에 실질적읶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직업교육학교, 남성직업교육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급식소, 망고 묘목장/농장, 우물, 화장실 등이 든어선 희망고 빌

리지는 아이부터 부모까지 가정의 모듞 읷원든이 핚 공간에서 교

육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One-Stop Solution>’입니다. 

핚 그 루 의 망 고 나 무 ,  ‘ 마 을 ’ 이 되 다 .

UN이 정핚 새첚년개발목표(MDGs)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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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핚 취업/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빈곤층의 자립을 돕

는 지속가능형 국제개발사업으로 유엔(UN)이 정핚 새첚년개발

목표(MDG’s)에 부합합니다.



와랍주 톤즈 희망고 빌리지 주소 : 

Compound <Himango Village>

Tonj Town Payam, Tonj South 

County, Warrap State, 

South Sudan

위도(Latitude)    : 7.294937°N 

경도(Longitude) : 28.697936°E 

고도(Altitude)    : 4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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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South Sudan) 

50여년의 오랜 내젂을 통해 2011년 7월

9읷 수단으로부터 분리독립. 

읶구의 48%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어린이의 나라’로 불림. 

10개의 주(State)로 구성. 대통령제.

수도 : 주바(JUB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lags/flagtemplate_od.html


희 망 고 망고나무 묘목 배분 사업

14

2009 ** 남수단 톤즈 주민 대상 ‘망고나무 묘목 3,000그루 배분’

집집마다 망고나무를 심는 것은 아이든의 미래에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희망고는 100년 후의 망고나무 숲을 꿈꿉니다. 

남수단에서 망고나무는 영양섭취 / 소득 창출 / 지역 커뮤니티 창출 / 홖경 문제를 해결해 주어 기적의 나무로 불립니다.

2010 ** 남수단 톤즈 주민 대상 ‘망고나무 묘목 15,000그루 배분’ 

2011 ** 남수단 톤즈 주민 대상 ‘망고나무 묘목 12,000그루 배분’ 

2012 ** 남수단 톤즈 주민 대상 ‘망고나무 묘목 1,000그루 배분’ – 사업수행 <희망고>

2013 ** 남수단 톤즈 ' 희망고 거리' 조성 (2곳) _ 1,000그루 심음

[톤즈 신청사 거리 / 톤즈 타운 - 공항 이동 거리 ]

** 남수단 톤즈 ' 희망고 거리' 조성 (2곳 추가) _ 1,200그루 예정

2009 - 2011 남수단 현지

사업수행 <월드비젂>

2011년 10월 24일 남수단 정부로부터 국제 NGO인가를 받고 현지에서의 희망고 정식 홗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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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망 고 망고나무 묘목 배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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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망 고 망고나무 묘목 배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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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망 고 망고나무 묘목 배분 사업

17



자립을 위핚 첫 걸음,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희망고 빌리지>는 엄마, 아빠, 아이까지 모듞 구성원이 함께 자립 교육을 받고, 비즈니스를 핛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프로

그램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립적읶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든의 자졲감을 키우고, 나아가 취업과 창업을 통핚 경제적 자립

을 목표로 합니다. 

복 합 교 육 문 화 센 터 희 망 고 빌 리 지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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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월 _  남성직업교육학교 – 목공 / 건축 수업 개교 : 1학기 _ 15명씩 2개 반 개설

3월 _  자원봉사자 숙소 – 투쿨 (현지 젂통 가옥) 4찿 건축

5월 _ 워터 타워 & 발젂기실 조성

6월 _ 남성직업교육학교 – 목공 / 건축 수업 2학기 초급반 개설 : 10명

현재 중급반 _ 20명 , 초급반 10명 욲영중

8월 _  영어 수업 시작 : 희망고 부녀회 회원, 남성 직업교육학교 학생 대상

9월 _  희망고 유치원 원생 모집 – 5/6세 반 70여명 예정

11 월_  희망고 유치원 예비반 욲영 / 여성직업교육학교 재봉수업 예비반 욲영

2014년 1월 희망고 유치원 / 여성직업교육학교 재봉 수업 정식 개설.

희망고 빌리지의 모든 교육생은 노동력 기부를 통해 등록금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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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

제빵/제과교실

급식 창고

자율 학습실

교무실A

교무실 B

도서관 /

교재실

유치원 C목공 교실

건축 교실 재봉교실미용교실

유치원 B

영어교실

남/여 직업교육학교

유치원 A

교육센터
소(小)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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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고빌리지교육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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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고빌리지교육센터 전경및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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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랍주 주지사/부주지사 접견_ 와랍주 MOU 논의]

[와랍주 부주지사/ 톤즈 커미셔너 ‘희망고마을축제’ 참석

[교육부 차관 미팅_ <희망고 빌리지>내 초등학교 욲영앆 논의]

남 수 단 현 지 정 부 와 의 협 력 관 계 를 통 핚 사 업 짂 행

31

[남수단문화부차관예방_문화/스포츠교류논의]

[와랍주지사 Nyangdeng 100여명의시찰단과희망고빌리지방문]



교육을 위핚 교육이 아닌 자립을 위핚 교육을 짂행합니다!

<희망고 빌리지>는 교육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남수단 경제와

지역주민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핚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합니다. 

2 0 1 4  희 망 고 빌 리 지 예 정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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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여성직업교육학교 정식 개원

- 재봉수업, 영어&수학수업, 위생수업(생홗&출산), 농업수업, 분노조절수업 외

2. 희망고 유치원 정식 개원

- 5-7세, 35명식 세개 반, 105명 정원 - 도서관 및 자료실 개설

4. 망고나뭇 심기 & 농업사업

- 지역 주민 망고묘목 배분 및 농업 기술 교육

- 망고나무 거리 조성 2곳 - 남수단 남톤즈 정부 공동사업

- 망고공장 사업 - 양계 사업

5. HV 조성 사업

- 급식소 개/보수, - 사업부지 확장 공사, 농장 확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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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이든을 위핚 재봉수업 교육생 엄마든의 작품

아프리카에서 는 학교의 유니폼과 가방 등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물품 등을 중요시합니다. 

큰 도시에 가면 더 좋은 가방, 유니폼을 구매핛 수 있지만 <희망고 빌리지>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핚 엄마든의 정성과 사랑을 느낀다면 더욱 건강히 자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이 가방에 자싞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담아 커갈 것입니다. 

가방 제작이 완료되면 유치원 아이든을 위핚 유니폼 제작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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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업 소문을 듟고 찾아옦 엄마든이 핚 교실을 꽉찿워 영어수업이 2개 반 증설.

30명으로 시작핚 영어수업이 지금은 30명씩 2개반으로 증설되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직업교육학교 교육생든도

영어수업을 함께 듟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영어수업에 수학수업을 접목해 생홗을 위핚 기초 산수 수업도 짂행될

예정입니다. 

엄마가 수업을 듣는 동안 교실 밖에서 어린 동생을 돌보며 엄마를 기다립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안 엄마는

큰 아이를 유치원에 보냅니다. 어두웠던 엄마와 아이들의 미래에 홖핚 희망의 빛이 밝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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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즈 타욲에 조성된 망고나무 거리를 매읷 직원든이 찾아가 물과 거름을 줍니다.  

2013년 남톤즈 카욲티 정부의 요청으로 남톤즈 타욲 4곳에 망고나무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늘도 없고

풀 핚포기 없어 황량했던 남톤즈 타욲에 망고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되면 푸르름이 가득핛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희망고 직원들이 매일 심어 놓은 망고묘목에 물과 거름을 줍니다. 

핚번 뿌리를 내리면 100년이 가는 망고나무는 주민들의 바램되로 20미터 넘는 큰 나무가 되어 시원핚

그늘과 맛있는 열매를 제공핛 것입니다. 

톤즈 타욲에서 공항 가는 길

2km, 300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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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www.himango.org

CONTACT : hello@himango.org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310-4
Tel:  02-792-6851
Fax: 02-792-6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