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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방에 만개 학교 짓기
Dreams Dream

“Impossible dreams come true”

www.dreamsdream.org 

드림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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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배경

I. 단체 소개

- 2013년 2월 3일에 큰아들(임성경,11세) 이 감기로

입원 후 중환자실에서 70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

- 2013년 9월 CBMC 회원들과 네팔 트레킹 중 교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SNS 모금하여 157일만에

2,700만원 모금

- 2010년에 수첩에 기록한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

100개 짓기”를 보고 100개 짓기로 확장됨

(2045년까지 100개 학교 짓기 목표)

Dreams Dream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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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2025년까지 100개 짓기로 목표 변경

2020년 2021년까지 100개 짓기로 목표 변경

2020년 6월 “2050년까지 만방에 만 개 학교 짓기” 새로운 비전선포

Dreams Dream Story

1. 시작 배경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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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없는 저개발국가나
지역에 학교를 지어준다

1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복음을
가르쳐 리더로 키운다.

2

영성, 인성,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며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도록 한다.

3

아이들에게 학교를

사명

마을주민들에게
교회와

커뮤니티센터를

* Dream’s Dream
• ‘꿈의 꿈’이라는 말로 수학적으로 무한대를 뜻함
•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God’s Dream’을 나타냄
•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이루어짐을
의미

1

2. 설립 목적

I. 단체 소개

사명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마을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센터를 선물하기 위해
드림스드림을 설립함

Impossible Dreams Come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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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복음으로 저개발국가 아이들을

영성, 인성,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키운다.

이웃사랑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진정성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투명성

우리는
투명함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감사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감사를

표현한다.

섬김

우리는 겸손한
섬김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2050년까지 1만 번째 학교 짓기3

2026년 제주 글로벌컨퍼런스 개최2

2021년까지 100번째 학교 짓기1

운영 방향2

2. 설립 목적

I. 단체 소개

드림스드림은 교육과 복음으로 저개발국가 아이들을 영성, 인성,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것을 비전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를 건립할 계획임

6



완공, 

운영 중

공사 중

27개교

모금 중

63개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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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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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완공

2021년까지 137개 학교 선정
2014년 1개 학교 완공을 시작으로

점차 학교 수를 늘려가고 있음

드림스드림은 ‘2050년까지 만방에 1만개 학교 짓기’를 목표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34개국에 137개 학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47개 학교를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업 현황1

2. 주요 사업

* Data 2020년 11월 기준 7

47개 학교

III. 단체 소개



연 도 수 입 지 출

2013년
(10월 22일~12월 31일)

14,610,970 -

2014년 28,295,587 27,004,400 

2015년 24,551,995 35,017,200 

2016년 123,702,730 92,019,200 

2017년 91,418,835 83,017,800 

2018년 363,907,810 355,001,945 

2019년 295,720,336 280,032,500 

2020년
(1월 1일 ~ 11월 27일)

604,052,397 595,137,200

소 계 1,546,260,660 1,467,230,245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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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1월

27일

수 입 지 출

재무 현황2

드림스드림은 후원금의 100%를 해외 학교 짓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이 100%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음

2. 주요 사업

* Data 2020년 9월 26일 기준 8

III. 단체 소개



3. 주요 사업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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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네팔 룸비니
(Nepal, Lumbini) 

3호 아프리카 차드 겔렌뎅
(Chad, Guelengdeng)

34호 에티오피아 하래로사
(Ethiopia, Harerosa) 

62호 에티오피아 관과 학교
(Ethiopia, Gwangwa)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9호 에티오피아 마브랏하일
학교(Ethiopia, Mapulat Hail) 

9호 탄자니아 마구구
(Tanzania, Magugu)

학교 건립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꾸준히 건립해
오고 있음



학교 지을 땅이 준비되어 있는 곳1

학교 선정 대상2

- 방과후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장애인학교, 직업학교
(정보기술, 방송미디어, 이미용, 베이커리, 메이커스랩, 농업, 임업, 기계, 자동차,  재봉등각종직업학교)

학교 선정 우선 순위3

- 반경 4km이내에학교가없는시골이나도시외곽지역

학교 건립 지역4

- 학교가필요한곳에학교를지어서평일에는학교로주말에는커뮤니티센터로사용

학교 건립 심의 기준3

3. 주요 사업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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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유권5

학교 운영 책임자6

- 현지단체(법인)로하며드림스드림은소유권을갖지않음

현지 주민 참여7

- 학교짓기에현지주민들이재능기부로동참해야함 (학교에대한주인의식고취)

학교 건립 예산8

- 한학교당최대 2천만원지원 (100호학교까지정책, 향후변경될수있음)

- 운영책임자는한인이나현지인전문가가되어야하며, 교사는전문교사채용

학교 건립 심의 기준3

3. 주요 사업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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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에 학교로 사용, 주말에는 커뮤니티센터로 사
용할 방안

•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로 동시에 사용

2. 커뮤니티센터나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실을
오픈 가능하도록 가변식 건축 여부

• 현지 학교 규정에 맞추되 가능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3. 현지 정부 당국에 정식 등록 방향
• 정부에 등록을 권고하지만 등록시 교육에 영향을 받을 경
우 예외

4. 소유권 주체 • 단체(법인)

5. 현지인 노동력 및 건축자재 준비 제공 여부 및 규모 • 현지인들이 재능기부를 하여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함

6. 학교부지 제공자 • 학교 지을 부지가 준비된 곳

7. 학교선정 짓는 과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 학교 짓는 모든 과정에 정기적인 보고와 점검

8. 영수증 제출 방식
(건축자재, 인건비에 대한 현지 정식영수증 제출)

• 학교 완공 후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학교 건립 심의 기준3

3. 주요 사업

I. 단체 소개

권고 사항

12



3. 주요 사업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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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Dream Future School – Smart Village by Smart School

Education

Vocation

Venture

Energy

Community

Center

Home

Smart
Village

Family Recovery
Micro Financing

Village
Community

Job Training

Smart School

Job creation

[Smart Education Model]

Self-reliance

Minimization of manpower dependence



3. 주요 사업

I. 단체 소개

Dreams Dream Smart Scho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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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감사 해외지부

고
문
팀

자
문
팀

기
획
팀

사
업
팀

실
행
팀

미
디
어
팀

온
라
인
팀

건
축
팀

홍
보
팀

마
케
팅
팀

콘
텐
츠
팀

국
내
지
부
팀

글
로
벌
팀

문
화
팀

중
보
팀

드림스
드림
칠드런

미국 서부.남부

미국 기타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인도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임채종 대표

9인

2인

사무국장, 서기

홍보대사

차유람, 김브라이언

학교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부대표
(운영이사)

사무국

조직 - 함께하는 사람들1

4. 조직 운영 정책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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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분류 이사

이
사
회

대표 임 채 종

부대표
(운영이사)

김성일(사무총장) 
고봉익
이동화
이승언
이주호
이지성
조민율
최수혁
한건수

감사
양창국
주진용

사무국장
서기

지승희
김도경

이사회

4. 조직 운영 정책

I. 단체 소개

조직 - 함께하는 사람들(이사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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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분류 이사 팀장

역
할
이
사

고문팀 윤승렬, 이태수, 최배진 김재한

자문팀
박준용, 배진, 배효동, 윤순재, 이강락, 이명준, 
이원형, 이인석, 이지영, 이협승, 왕기래, 최종원

한혜영

기획팀 김경민, 김상민, 박현호, 오혁, 이주경, 정태열, 조욱제 주혜영

사업팀 문경록, 박은현, 박형준, 신동헌, 오병엽, 이종수 고승일

실행팀 김정숙, 김성현, 김영민, 문상재, 장원태, 조현섭

미디어팀 안효진, 유효석, 장영현, 표성일
손하준, 
천석용

IT온라인팀 국현규, 문정민, 이창신, 이태규, 정대환
이준호, 
이현우

건축팀 강달철, 김재경, 김호창, 장재희, 정재선, 조병욱, 황종철 손흥수

역할이사 (1) 홍보대사: 차유람, 김브라이언

4. 조직 운영 정책

I. 단체 소개

조직 - 함께하는 사람들(역할이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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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분류 이사 팀장

역
할
이
사

홍보팀 곽능희, 김대형, 송지숙, 여근하, 임준오, 이동운, 한정선 송진영

마케팅팀 김은주, 김승길, 김용휘, 장미순 허미정

콘텐츠팀 고중곤, 김종두, 김주윤, 김진희, 문병욱, 박정애, 배선이, 신병준, 이미향, 이진훈 홍명세

국내지부팀
강성민, 계연우, 김형철(대전광역), 민병수(태백시), 오병구(시흥시), 

윤진수(서서울), 이창흡(창원시)
김윤교

글로벌팀 김영석, 박용옥, 오애란
김동기
황진송

문화팀 김광현, 박경률, 박경배, 이지현, 이은경, 장미경 이소영

중보팀 권은주, 남은숙, 안효순, 정민경, 정진영 강유진

드림스드림
칠드런

인도네시아: 최문정, 최윤정, 시리아: 오미소

역할이사 (2) 홍보대사: 차유람, 김브라이언

4. 조직 운영 정책

I. 단체 소개

조직 - 함께하는 사람들(역할이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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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가별 대표 및 팀장

해외

지부

미국서부지부
유성현(미국서부대표, 회계사), 신동철(팀장), 정언주(홍보이사), 

실행이사: 김수진, 김철, 박두나, 박은서, 신지언, 황진영, 문화이사: 정명화
류호석(샌프란시스코 대표, 비손콘텐츠 대표), 정연오(샌프란시스코 팀장)

미국 기타
김철호(미국남부대표, Tarrant County College 교수), 

박준희(콜로라도 대표), 이충우(애틀란타 대표), 이근우(미시간 팀장), 

캐나다 원혜진(캐나다 토론토 대표), 실행이사: 김지영, 김선혜

호주 윤정호(호주동부대표, Australia Research Council)

프랑스 유승희(프랑스 파리)

일본 후카미 사토시(일본남부대표, 나가사끼 대학 교수)

인도 마틴 아론(인도남부대표, Madras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교수)

아르헨티나 한영천(부에노스아이레스 대표)

아프리카 Hmarthens Hakizimana(아프리카 대표)

해외 지부

4. 조직 운영 정책

I. 단체 소개

조직 - 함께하는 사람들(해외지부 & 역할이사)1



후원금 100%를 해외 학교 짓기에 사용1

드림스드림 자체 운영비는 0원이며,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100% 재능기부로 이루어짐
* 외부 펀딩시 예외

2

후원금에 대한 사용 내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 https://dreamsdream.org/financial-statements

3

학교 모든 소유권은 현지 단체로 함4

단체 운영 정책2

4. 조직 운영 정책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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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은 리더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1

현지에서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피드백을 받고
크로스 체킹

2

학교 운영은 기본적으로 학비로 운영하며, 학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후원자 개발,  

후원자를 연결하거나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제안

3

드림스드림 전문가/협력단체/전문분야 회사들을 통해 학교 운영지원
(커리큘럼, 교사교육, 컨텐츠 , 정보화교육,직업교육)

4

학교 운영 정책3

4. 조직 운영 정책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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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별 책임자를 세우고, 학교 운영과 교육선교에 대한 노하우 공유와 연구5

학교 운영비가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커리큘럼을 개발 및 제공7

학교운영자들에 대한 재교육 및 워크샵(캠프) 실시8

학교 운영 정책3

한 사람이 여러 개 학교를 운영하여 운영 노하우, 교사 교육, 커리큘럼 공급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함

9

4. 조직 운영 정책

I.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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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적정 기술 및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 지원

정보 기술 교육
및 창업 지원

온/오프라인 교육
솔루션 및 기술 지원

운영 총괄,

모니터링 및 평가, 확산 보급

TMD교육그룹

•청지기적 글로벌 인재

양성의 비전(TMD)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

대상의 다양한 교육 및 학교

컨설팅 등 혁신 경험 다수

•특히 미래역량 교육의 강점

(청소년미래역량 진단도구,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창의교육 및 메이킹교육 등)

드림스드림

•해외 지부, 주요 국가 내 현지

NGO 및 교회 등 네트워크 구축

•학교 건립 및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내외부 영향력 있는 젊은

맨파워로 조직 구성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내 학교 건립

• MOU 단체: Dot, 아프리칸리더십, 

청밀, Sydney Hosanna, 

지파운데이션, 소명교육공동체, 

갓러브하우스, LPMC, 

와이즈디어, 필통미니스트리, 

ICCMF, 희망도서관나눔협회, 

Beijing A2 Culture Limited, 

㈜쉐어라이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드림스드림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더불어 현지 NGO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함

5. 협력 체계

23

I. 단체 소개

IT 기자재/IT인력

스마트의료/장학기
금/인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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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행 현황

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1호 네팔 룸비니 2700만원 2013.10.22~2014.03.27 2014.05 완공 운영중

2호 파키스탄 쎄꾸뿌라 1500만원 2014.03.27~2014.12.17 2016.08 완공 운영중

3호 차드 겔렌뎅 2000만원 2014.12.17~2015.10.12 2016.09 완공 운영중

4호 파키스탄 파 로께 2000만원 2015.10.12~2015.12.21 2016.08 완공 운영중

5호 에티오피아 아카코 2000만원 2015.12.21~2016.09.08 2017.07 완공 운영중

6호 파키스탄 파 타리얀왈라 2000만원 2016.09.25~2017.07.26 2017.03 완공 운영중

7호 방글라데시 쿨나 2000만원 2016.09.26 2019.12 완공 운영중

8호 라이베리아 Duport 2000만원 2016.09.09 ~2016.11.22 2018.02 완공 운영중

9호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구구 2000만원 2016.10.18 2017.07 완공 운영중

10호 파키스탄 가뜨왈라 2000만원 2016.12.28 2017.08 완공 운영중

11호 차드 디게미 2000만원 2017.03.14 2017.06 완공 운영중

12호 탄자니아 킬레오 1650만원 2017.04.19 2019.02 완공 운영중

13호 모잠비크 사이사이 2000만원 2017.05.29~2018.05.08 2019.03 완공 운영중

14호 스와질랜드 에쿠제니 2000만원 2017.04.27 2019.01 완공 운영중

15호 탄자니아 토앙고마 2000만원 2017.05.18~2017.09.20 2018.06 완공 운영중

학교 건립 현황 (1)

Back up

III. 드림스드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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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16호 말라위 음꼼베 2000만원 2017.05.18~2017.12.31 2018.05 완공 운영중

17호 탄자니아 쉬리움궁가니 2000만원 2017.11.06~2018.02.14 2019.02 완공 운영중

18호 인도 자르칸트 라우다 2000만원 201803.16~2018.08.21 2020.08 완공 운영중

19호 말라위 치도치 2000만원 2018.09.16~2018.10.21 2019.02 완공 운영중

20호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 1810만원 2017.10.19~2018.02.20 2018.07 완공 운영중

21호 우간다 알레르 2000만원 2018.09.16~2018.10.21 2019.03 완공 운영중

22호 인도네시아 숨바 레다메따 2000만원 2017.11.16~2019.04.25 2020.01 완공 운영중

23호 탄자니아 음지니 2000만원 2018.01.18 2020.05 완공 운영중

24호 콜롬비아 수에뇨스 2000만원 2018.01.18~2018.12.21 2019.12 완공 운영중

25호 방글라데시 메헬뿔 2000만원 2018.10.02 2019.04 완공 운영중

26호 미얀마 양곤 탕다빙 2000만원 2018.02.22~2020.01.22 공사중 공사중

27호 우간다 부시아 (장애우학교) 2000만원 2018.02.26~2018.10.22 공사중 공사중

28호 인도 마니푸르주 응아리 1900만원 2018.04.20 2019.06 완공 운영중

29호 차드 토로크 2000만원 2018.09.16~2018.10.21 2019.05 완공 운영중

30호 미얀마 양곤 태잉쑨 2000만원 2018.10.07~2018.11.03 2019.02 완공 운영중

학교 건립 현황 (2)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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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31호 방글라데시 크리스노골 2000만원 2018.04.19~2018.11.19 공사중 공사중

32호 이스와티니 망가야네 2000만원 2018.10.01~2019.01.31 2020.04 완공 공사중

33호 마다가스카르 암발라마나시 2000만원 2018.03.26~2019.06.13 2019.12 완공 운영중

34호 에티오피아 하래로사 2000만원 2015~2018.05.09 2018.12 완공 운영중

35호 시에라리온 마발라 2000만원 2018.06.26 2018.11 완공 운영중

36호 캄보디아 트나웃 크뿌어 2000만원 2018.09.13~2019.04.09 2020.05 완공 공사중

37호 마다가스카르 이불루이나 2000만원 2018.10.25~2019.06.23 2020.11 완공 공사중

38호 미얀마 양곤 유바용 2000만원 2018.11.07~2019.06.14 2019.12 완공 운영중

39호 에티오피아 마브랏하일 2000만원 2019.08.06~2019.10.02 2019.12 완공 운영중

40호 레바논 자흘레 청소년직업학교 2000만원 2019.06.22~2019.08.06 공사중 공사중

41호 에티오피아 메자 2000만원 2018.12.20~2019.12.05 공사중 공사중

42호 차드 아베쉐 2000만원 2019.10.03~2019.11.04 공사중 공사중

43호 말라위 브윈디 2000만원 2019.11.04~2020.01.08 2020.05 완공 공사중

44호 케냐 말린디 2000만원 2019.11.25~2019.12.23 공사중 공사중

45호 필리핀 까비떼 마라곤돈 2000만원 2019.12.06 공사중 공사중

학교 건립 현황 (3)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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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46호 볼리비아 코참밤바 아브라 2000만원 2020.01.17 공사중 공사중

47호 파키스탄 카라치 지아까로니에 2000만원 2020.02.05 공사중 공사중

48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라마 2000만원 2020.02.05 공사중 공사중

49호 차드 바아일리에 2000만원 2020.02.05 공사중 공사중

50호 캄보디아 깜뽕치난 기술학교 2000만원 2019.11.05~2020.01.07 2010.06 완공 운영중

51호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술루 파레이스 2000만원 2020.02.05 2020.11 완공 운영중

52호 시에라리온 마사바나 2000만원 2020.02.05 2020.05 완공 운영중

53호 짐바브웨 몬도르 2000만원 2020.02.05 공사중 공사중

54호 인도네시아 숨바 웨에위뚜 2000만원 2019.10.10~2020.03.05 2020.11 완공 운영중

55호 탄자니아 잔지바르 키디음니 2000만원 2020.02.05 2020.05 완공 운영중

56호 우간다 도요로 2000만원 2020.02.05 공사중 공사중

57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가야 2000만원 2019.11.01 공사중 공사중

58호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리보네구 2000만원 2020.02.05 2020.11 완공 운영중
59호 인도네시아 숨바 시카 2000만원 2019.12.12~2020.04.09 2020.08 완공 운영중

60호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 남자

청소년 직업학교
2000만원 2019.11.22 공사중 공사중

학교 건립 현황 (4)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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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립 현황 (5)

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61호 시에라리온 코소타운 2000만원 2019.12.12.~2020.09.08 공사중 공사중

62호 에티오피아 관과 2000만원 2019.12.12~2020.01.18 2020.05 완공 운영중

63호 콜비아 리오아차 2000만원 2020.03.25 공사중 공사중

64호 인도 마니푸르주 세나파티 2000만원 2020.02.13~2020.06.17 공사중 공사중

65호 미얀마 양곤 가딧 2000만원 2020.06.17~2020.08.03 공사중 공사중

66호 에티오피아 까르짜 2000만원 2020.07.13~2020.10.06 공사중 공사중

67호 시에라리온 마포바 2000만원 2020.02.13~모금중 공사중 공사중

68호 남아공 프로모사 2000만원 2020.09.15~2020.10.15 공사중 공사중

69호 짐바브웨 치사라사라 2000만원 2020.03.12.~2020.10.05 공사중 공사중

70호 마다가스카르 안자라수아 2000만원 2020.06.15 2020.11 완공 운영중

71호 라이베리아 자와제이 2000만원 2020.10.16 공사중 공사중

72호 캄보디아 트나읏크뿌어 다니엘 2000만원 2020.10.23 공사중 공사중

73호 마다가스카르 안드라누메나 2000만원 2020.06.15 2020.10 완공 운영중

74호 짐바브웨 마꼬사 2000만원 2020.05.14~모금중 모금중

75호 차드 은담 2000만원 2020.05.14~모금중 모금중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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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립 현황 (6)

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76호 캄보디아 스베이링 종합기술학교 2000만원 2020.05.14~모금중 모금중

77호 에티오피아 관과 아바야 2000만원 2020.05.14~모금중 모금중

78호 캄보디아 깜뽕치난 정보기술학교 2000만원 2020.05.14~모금중 모금중

79호 차드 부달박아라 2000만원 2020.05.14~모금중 모금중

80호 레바논 시리아난민 여학교 2000만원 2020.05.14~2020.07.09 공사중 공사중

81호 콜롬비아 리오아차 찰레 2000만원 2020.06.11~모금중 모금중

82호 미얀마 모비 2000만원 2020.06.11~모금중 모금중

83호 방글라데시 볼롭뿔 2000만원 2020.06.11~모금중 모금중

84호 말라위 치몸보 2000만원 2020.06.11~모금중 모금중

85호 말리 바마코 2000만원 2020.06.11~모금중 모금중

86호 시에라리온 마예리마 2000만원 2020.07.09~모금중 모금중

87호 에스와티니 에쿠제니 정보기술학교 2000만원 2020.07.09~모금중 모금중

88호 인도네시아 동숨바 SMP PGRI 2000만원 2020.07.09~모금중 모금중

89호 세네갈 푼준 호렙 2000만원 2020.07.09~모금중 모금중

90호 탄자니아 참베와 2000만원 2020.07.09~모금중 모금중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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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립 현황 (8)

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91호 인도네시아 서숨바 SDTK PNIEL 2000만원 2020.07.09~모금중 모금중

92호 탄자니아 아루샤 세렐라 아마니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93호 에스와티니 에줄위니 히니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94호 에스와티니 므신다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95호 토고 시이메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96호 토고 노트세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97호 토고 아탁파메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98호 코트디부아르 부암뽀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99호 우간다 부시아 장애인 직업재활학교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100호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

정보기술학교
2000만원 2020.08.20~모금중 모금중

101호 에스와티니 마세트제니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02호 에스와티니 루베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03호 에스와티니 드부드부시니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04호 에스와티니 안티오크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05호 에스와티니 엔톤도지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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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립 현황 (9)

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106호 에스와티니 므바야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07호 키르키즈스탄 게스5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08호 모잠비크 시모이우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09호 우간다 나무사레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10호 콜롬비아 칼레 양계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11호 캄보디아 트모방 농업기술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12호 몽골 허스 오양가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13호 탄자니아 겐디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14호 탄자니아 마구구2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15호 탄자니아 날 학교 2000만원 2020.09.10~모금중 모금중

116호 콜롬비아 메르까도 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17호 콜롬비아 쁠라야 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18호 콜롬비아 인떼르노 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19호 캄보디아 쩐럭 솔로몬 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0호 콜롬비아 마나우레 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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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립 현황 (10)

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121호 말라위 분다 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2호 말라위 분다 정보기술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3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그레이스 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4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청소년직업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5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초등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6호 탄자니아 엔키카렛 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7호 탄자니아 잔지바르 정보기술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8호 탄자니아 잔비바르 에덴 중고등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29호 탄자니아 루분고 산림농업중고등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30호 캄보디아 스베이링 스마트헬쓰스쿨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31호 베네수엘라 줄리아 난민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32호 콜롬비아 인떼르노 무헤레스 학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133호 콜롬비아 비야델수르 난민학교 2000만원 2020.10.08~모금중 모금중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33

학교 건립 현황 (10)

No. 학교 이름 모금목표 모금기간 건축 현황 학교운영

134호 남아공 은까벨레 학교 2000만원 2020.11.09~모금중 모금중

135호 콜롬비아 리오하차 정보기술학교 2000만원 2020.11.09~모금중 모금중

136호 마다가스카르 포갑 나나레나학교 1500만원 2020.11.09 모금중

137호 탄자니아 바가모요 학교 2000만원 2020.11.09~모금중 모금중

138호

139호

140호

141호

142호

143호

144호

145호

146호

Back up

6. 진행 현황

III. 드림스드림 소개



1호 네팔 룸비니(Nepal, Lumbin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호 파키스탄 라호르 세꾸뿌라(Pakistan, Lahore)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호 차드 겔렌뎅 Chad, Guelengdeng)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4호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로께(Pakistan, Faisalabad)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호 에티오피아 아카코(Ethiopia, Akako)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6호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타리얀왈라(Pakistan, Faisalabad)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7호 방글라데시 쿨나 샨티노골(Bangladesh, Khuln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8호 라이베리아 듀포트(Liberia, Duport)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9호 탄자니아 마구구(Tanzania, Magugu)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0호 파키스탄 파이슬라바드 가뜨왈라(Pakistan, Faisalabad)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1호 차드 디게미(Chad, Digym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2호 탄자니아 킬레오(Tanzania, Kileo)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3호 모잠비크 사이사이(Mozambique, Xaixa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4호 에스와티니 에쿠제니(Eswatini, Ekudgen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5호 탄자니아 토앙고마(Tanzania, Toangom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6호 말라위 음꼼베(Malawi, Eumggombe)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7호 탄자니아 쉬리음궁가니(Tanzania, Shirimgungan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8호 인도 자르칸드 라우다(India, Jharkhand Laudah)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19호 말라위 치도치(Malawi, Chidoth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0호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학교(Lebanon, Zahle)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1호 우가다 알레르(Uganda, Aler)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2호 인도네시아 숨바 레따메타(Indonesia, Suba Reda meter)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3호 탄자니아 음지니(Tanzania, Eumjin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4호 콜롬비아 수에뇨스(Colombia, Suenos)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5호 방글라데시 메헬뿔(Bangladesh, Mehelbbul)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7호 우간다 부시아 마사바 드림특수학교(Uganda, Masab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8호 인도마니푸르주 응아리(India, Eungar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29호 차드 토로크(Chad, Torrock)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0호 미얀마 양곤 태잉쑨(Myanmar, Taeingssun)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2호 에스와티니 망가야네(Eswatini, Mankayane)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3호 마다가스카르 암발라마나시(Madagascar, Amnallamanasy)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4호 에티오피아 하래로사(Ethiopia, Hareros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5호 시에라리온 마발라(Sierra Leone, Mabalr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6호 캄보디아 트나웃 크뿌어(Cambodia Tnaut Kpur School)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7호 마다가스카르 이불루이나(Madagascar, Ibulluin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8호 미얀마 유바용(Myanmar, Yubayong)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39호 에티오피아 마브랏하일(Ethiopia, Mapulat Hail)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43호 말라위 브윈디(Malawi Nbwind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48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라마(Lama School in Cox's Bazar, Bangladesh)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0호 캄보디아 깜뽕치낭(Cambodia, Kompong chnang)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1호 남아공 세술루 파레이스(Cesulu Parais School, South Afric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2호 시에라리온 마사바나(Sierra Leone, Massaban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4호 인도네시아 숨바 웨에위뜨(Wee wittu school in Sumba, Indonesi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5호 탄자니아 잔지바르 키디음니(Tanzania, Zanzibar Kidimni)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5호 우간다 도요로 (Toyoro School, Ugand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8호 카보베르데 리보네구아(Cape Verde Rivonegu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59호 인도네시아 숨바 시카(Indonesia, Sumba Sik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62호 에티오피아 관과(Ethiopia, Gwangwa)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69호 짐바브웨 치사라사라(Chisarasara School in Zimbabwe)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70호 마다가스카르 안자라수아(Madagascar Anjarasui School)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73호 마다가스카르 안드라누메나(Madagascar Andranumena School) 

2. 학교 건립/운영 현황



시작일 . 2013년 10월 22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2018년 03월 20일 (서울특별시)

대표 . 임 채 종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9, 4층 1호(삼성동 동신빌딩)

대표전화/메일 . 070-7500-3623, dreamsdream7@gmail.com

고유등록번호 . 135-82-86881

후원 방법 . 우리은행 1005-402-595949 드림스드림

홈페이지 . www.dreamsdream.org

페이스북 페이지 . www.facebook.com/dreamsdream100

페이스북 모임 . www.facebook.com/groups/dreamsd

해외송금 . -Wooribank, SWIFT: HVBKKRSEXXX
-Address: 1585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Account Number: 1005-402-595949
-Account Holder: DreamsDream
-Bank phone number: 82-2-3462-2960

Contact Us

III. 단체 정보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