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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드림스드림 

기부금모금 활용실적 보고

2022. 01. 07

    드 림 스 드 림(Dream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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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021년도 사업경과보고

2021년도 사업진행 현황

완공: 23개 학교 완공 (누계 74개 완공)

  (2020년 21개 완공)

1) 42호 차드 가갈학교

2) 44호 케냐 미카메니 호산나학교

3) 49호 차드 바아일리에학교

4) 60호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

           남자 청소년 직업학교

5) 63호 콤롬비아 리오아차학교

6) 65호 미얀마 양곤 가딧학교

7) 67호 시에라리온 마사봉학교

8) 75호 차드 군디 학교

9) 76호 캄보디아 스베이링 종합기술학교

10) 78호 캄보디아 깜뽕치낭 정보기술학교

11) 79호 차드 켈로 학교

12) 81호 콜롬비아 리오아차 찰레

13) 82호 미얀마 모비학교

14) 84호 말라위 치몸보학교

15) 85호 몽골 울란바토르 MK학교

16) 88호 인도네시아 동숨바 SMP PGRI

17) 91호 인도네시아 서숨바 와리에테학교

18) 92호 탄자니아 아루샤 세렐라 아마니

19) 95호토고 시이메학교

20) 98호 우간다 부시아 장애인

           직업재활학교

21) 136호 마다가스카르 포갑 나나레나학교

22) 160호 라오스 비엔티안 장애인학교

23) 185호 가나 프람프람 정보기술학교

공사중인 학교: 49개 학교 (2021.12.31 기준)

27호 우간다 부시아 장애아동학교

  31호 방글라데시 크리스노골학교

40호 레바논 자흘레 청소년직업학교

45호 필리핀 까비떼 마라곤돈학교

46호 볼리비아 코참밤바 아브라학교

47호 파키스탄 카라치 지아까로니에학교

57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가야학교

61호 시에라리온 코소타운학교

64호 인도 마니푸르주 세나파티학교

66호 에티오피아 까르짜학교

68호 남아공 프로모사학교

  69호 짐바브웨 치사라사라학교

71호 라이베리아 자와제이학교

72호 캄보디아 트나읏 크뿌어 다니엘학교

74호 짐바브웨 마꼬사학교

77호 에티오피아 관과 아바야학교

80호 레바논 시리아난민 여학교

83호 방글라데시 볼롭뿔학교

86호 시에라리온 마예리마학교

87호 에스와티니 에쿠제니 정보기술학교

89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그레이스 

       빌리지 정보기술학교

90호 탄자니아 참베와학교

93호 에스와티니 에줄위니 히니학교

94호 에스와티니 므신다학교

96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뱅거빌

97호 토고 아탁파메학교

99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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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업진행 현황

공사중인 학교: 49개 학교 (2021.12.31. 기준)

101호 에스와티니 마세트제니 학교

111호 캄보디아 트모방 농업기술 학교

145호 탄자니아 차르데와 학교

151호 바누아투 에타스 학교

154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미디어아트스쿨

168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정보기술학교

169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헬스뷰티스쿨

  179호 캄보디아 프놈펜 도레미 미디어아트스쿨

  180호 캄보디아 프놈펜 도레미 교사리더십스쿨

  200호 우간다 부시아 마사바 장애인학교 B

202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유치원

204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초등학교

206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중고등학교

208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장애인스쿨

210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메이커스쿨

212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팜스쿨

213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패션스쿨

  214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푸드베이커리스쿨

215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건축스쿨

216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교사리더십스쿨

217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적정기술스쿨

218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마트패밀리파이낸싱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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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교 짓기 승인 결과: 107개 학교(22억 9000만원)

154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미디어아트스쿨 181호 인도 마하라쉬트라주 방가이온 학교

155호 미얀마양곤 꽁딸라바웅학교 182호 차드 쿤둘

156 미얀마 양곤 싱딴징학교 183호 인도 델리 랭퓨리 파하디

157호 미얀마양곤에창따야학교 184호 차드 베비자아

158호 미얀마 양곤 짜잉학교 185호 가나 프람프람 정보기술학교

159호 미얀마 양곤 쭌깔레학교 186호 에티오피아 랑가노 골조타

160호 라오스 비엔티안장애인학교 187호 인도 하리아나 솔다

161호 방글라데시 바가당가학교 188호 에티오피아 오도미께 샬라

162호 방글라데시 메헤레뿔학교 189호 차드 델리

163호 탄자니아 잔지바르 마혼다 
정보기술학교 190호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데헤라 람푸르

164호 우간다 토토림 학교 191호 남아공 콸랑가

165호 카자흐스탄 우즈나가쉬 학교 192호 에티오피아 딜라 케테마

166호 우간다 토토림 기술학교 193호 차드 다래

167호 인도네시아 시카라 정보기술학교 194호 에티오피아 불불라 깔레히윗

168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정보기술학교 195호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가우탐 부드 
나가르

169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헬스뷰티스쿨 196호 에티오피아 아르시 케테마 깔레히웟

170호 탄자니아 다르살렘 Mbopo 학교 197호 코스타리카 콘세시온 정보기술학교

171호 차드부달박아라 198호 에티오피아 아돌라 깔레히윗

172호 방글라데시 우잘뿔 모홀뿔 학교 199호 우간다 음발레 학교 나마바사

173호 차드은담 200호 우간다 부시아 마사바 장애인학교 B

174호 에티오피아 딜라 아셈블리 학교 201호 인도네시아 반텐 니아스학교

175호 말라위 카시야품비 학교 202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유치원

176호 에티오피아 아르시네겔레 모빌 학교 203호 인도네시아 반텐 캄풍 멜라유학교

177호 인도 자르칸트 차파 학교 204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초등학교

178호 라오스 비엔티안 엘림 학교 205호 인도네시아 반텐 케다웅학교

179호 캄보디아 프놈펜 도레미 
미디어아트스쿨 206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중고등학교

180호 캄보디아 프놈펜 도레미 
교사리더십스쿨 207호 인도네시아 반텐 테갈 앵거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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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교 짓기 승인 결과: 107개 학교(22억 9000만원)

208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장애인스쿨 235호 에티오피아 데부브 깔레히윗학교

209호 캄보디아 프놈펜 스마트적정기술스쿨 236호 케냐 키마나 학교

210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메이커스쿨 237호 에티오피아 데부브 메코네 학교

211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그레이스 빌리지 
초등학교 238호 나이지리아 마쿠투 학교

212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팜스쿨 239호 에티오피아 이그지아브헤르 고바에 
학교

213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패션스쿨 240호 에티오피아 쩔쩔레 메코네 학교

214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푸드베이커리스쿨 241호 파나마 라 팔메라학교

215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건축스쿨 242호 말라위 살리마학교

216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교사리더십스쿨 243호 파나마 피니가나 베다니학교

217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적정기술스쿨 244호 말라위 치야니 학교

218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패밀리파이낸싱스쿨 245호 콜롬비아 아마존 레티시아 남학교

219호 우간다 소로티 서브카운티 학교 246호 말라위 리소카 학교

220호 캄보디아 프놈펜 알파 정보기술학교 247호 콜롬비아 아마존 레티시아 여학교

221호 에티오피아 와지가 교사리더십스쿨 248호 베넹 파라꾸 학교

222호 탄자니아 음봐라 은혜학교 249호 에스와티니 에줄위니

223호 에티오피아 와지가 학교 250호 기니비사우 쿵파 학교

224호 러시아 연해주 생명농업학교 251호 우간다 카리타 기술학교

225호 쿠바 그랑하 학교 252호 베넹 조그보도메이

226호 에티오피아 게도 학교 253호 우간다 남수단 아이보아 난민촌학교

227호 쿠바 바비아나 학교 254호 우간다 루툭학교

228호 에티오피아 노노 교사리더십스쿨 255호 우크라이나 두브노학교

229호 에티오피아 워레까 깔레히윗 학교 256호 우크라이나 호멜리쯔크학교

230호 새터민 스마트 직업훈련 센터A(학교) 257호 카자하스탄 잘팍사이 아세르학교

231호 에티오피아 메코네 이예수스 학교 258호 카보베르데 세군도 학교

232호 카보베르테 리본헤과 스마트 기술학교 259호 베트남 하노이 스마트헬스뷰티스쿨

233호 에티오피아 이르가짜페 메코네 이예수스 
학교 260호 캄보디아 프놈펜 스마트메이커스쿨

234호 라이베리아 봉수아 스마트 직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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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021년도 활동 현황

2021년도 주요 활동 현황

 

1. 정기이사회 (11회)

이사회에서 154호~260호 107개 학교 짓기 선정(예산: 22억 9000만원)

(2월 4일, 3월 11일, 4월 8일, 5월 13일, 6월 10일, 7월 8일, 8월 26일, 9월 9일, 10월 14일, 

11월 19일, 12월 16일)

2. 정기모임 (11회)

1) 정기모임에서 해외학교 짓기 브리핑 및 학교 운영현황 점검

2) 2월 18일, 3월 18일, 4월 15일, 5월 20일, 6월 17일, 7월 15일, 8월 26일, 9월 16일,

  10월 21일, 11월 18일, 12월 16일

 3. 글로벌타이거팀에서 스마트스쿨 팀별 연구모임 및 전체정기모임(11회) 

 1) 전체 정기모임: 1월 29일, 2월 26일, 3월 26일, 4월 30일, 5월 28일, 6월 25일, 7월 30일, 

            8월 27일, 9월 24일, 10월 29일, 11월 26일

 2) 스마트스쿨별 캠프 진행

  - 스마트교사리더십스쿨 캠프: 1회-7월 10일, 2회-11월 26일(라오스 장애인학교 교사 캠프)

  - 스마트미디어아트스쿨 캠프: 7월 24일

  - 스마트정보기술학교(기술분과) 캠프: 8월 21일

 4. MOU 체결 및 홍보대사 위촉

 1) MOU 체결

  - 리조이스심리상담센터(대표 홍순아),  - 차드 정부(차드 대표 에릭) 

  - (주)이포넷(대표이사 이수정),  - 달란트TV(대표 박효재)

  - 사단법인 올피플(대표 김종두) 

  2) 홍보대사 위촉: 4호 정회일 작가, 5호 드러머 리노

 

5. 홍보

  1) 방송: 굿티비(Good Tv 뉴스 2회, 씨채널방송 1회, CBMC 한국대회 강사

2) 언론: 국민일보, 매일경제TV, GEconomy, 크리스찬 타임즈

6. 100개 학교 짓기 후원 모금 달성 기념행사(2021.06.24.)

  1) 2045년까지 100개 학교 짓기 목표대비 24년을 당겨서 달성함

2) 2050년까지 만방에 만개 학교 짓기로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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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글로벌타이거팀: 만방에 만개 스마트스쿨 짓기 위한 전략/실행팀

 1. 구성

교육분과

1) 스마트교사리더십스쿨: 팀장 한건수

2) 스마트 유치원: 팀장 박용옥

3) 스마트 초등학교: 팀장 박정애

4) 스마트 중고등학교: 팀장 조민율

5) 스마트 장애인학교: 팀장 김주윤

  

기술분과

6) 스마트 정보기술학교: 팀장 이태규

  7) 스마트 메이커스쿨: 팀장 고봉익

  8) 스마트 팜스쿨: 팀장 김성일

9) 스마트 적정기술스쿨: 팀장 이승언

 10) 스마트 패밀리파이낸싱스쿨 팀장 이동화

미디어아트분과

11) 스마트 미디어아트스쿨: 팀장 오혁

12) 스마트 웹툰애니메이션스쿨: 팀장 김종두

의식주건강분과

  13) 스마트 패션스쿨: 정충효

14) 스마트 푸드스쿨: 팀장 양창국

15) 스마트 베이커리스쿨: 팀장 김준봉

16) 스마트 건축스쿨: 팀장 최수혁

17) 스마트 헬스뷰티스쿨: 팀장 최종원

2. 2022년: 글로벌타이거팀의 나아갈 방향 확정

 1) 2022년 12월 31일까지 16개 스마트스쿨별 코어모델 학교를 만들기

 2) 드림스드림은 학교짓기와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스쿨을 지어서 마을/도시/국가의 변화를 

주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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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1년도 회계결산보고

2021년도 결산세부내역서


1. 세  입

(기간: 2021.01.01. ~12.31, 단위 : 원)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후 원 금 935,728,267 후원자를 통한 후원금 모금

보 조 금 　

잡 수 익 46,595 은행 이자수입

2020년 이월금 57,227,248

계 993,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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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출
(기간: 2021.01.01. ~12.31, 단위 : 원)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79호 차드 켈로 학교 20,000,500 지출일: 2021.01.11
82호 미얀마 모비 학교 20,000,500 2021.01.11
88호 인도네시아 동숨바 SMP PGRI 학교 20,000,000 2021.01.19
84호 말라위 치몸보 학교 20,000,500 2021.02.01
160호 라오스 비엔티안 장애인학교 20,000,500 2021.02.08
86호 시에라리온 마예리마 학교 20,000,500 2021.02.19
81호 콜롬비아 리오아차 찰레 학교 20,001,000 2021.03.03
98호 우간다 부시아 장애인 직업재활학교 20,000,500 2021.03.10
83호 방글라데시 볼롭뿔 학교 20,000,000 2021.03.12
85호 몽골 울란바토르 MK학교 20,000,500 2021.04.05
154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미디어아트스쿨 30,000,500 2021.04.08
169호 마욜로 헬스뷰티스쿨 20,000,500 2021.04.08
91호 인도네시아 서숨바 와리에테 학교 20,000,000 2021.04.19
90호 탄자니아 참베와 학교 20,000,500 2021.04.27
87호 에스와티니  에쿠제니 정보기술학교 20,000,500 2021.05.04
179호 캄보디아 프놈펜 도레미 미디어아트스쿨 20,000,000 2021.05.10
185호 가나 프람프람 정보기술학교 20,000,500 2021.05.25
89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그레이스 빌리지 정보기술학교 20,000,500 2021.06.03
200호 우간다 부시아 마사바 장애인학교 B 20,000,500 2021.06.22
168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정보기술학교
204호시에라리온마욜로스마트초등학교 59,999,909 2021.06.23

169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헬스뷰티스쿨 10,000,500 2021.06.29
204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초등학교 30,000,500 2021.06.29
에티오피아 장학금(아벨) 5,487,500 2021.07.15
206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중고등학교 30,000,500 2021.07.19
208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장애인스쿨 30,000,500 2021.07.19
92호 탄자니아 아루샤 세렐라 아마니 학교 19,999,993 2021.08.10
210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메이커스쿨(3천만원)
212호시에라리온마욜로스마트팜스쿨(1천만원) 39,998,127 2021.08.25

151호 바누아투 에타스 학교 20,000,500 2021.08.27
94호 에스와티니 므신다 학교 20,000,500 2021.09.01
93호 에스와티니 에줄위니 히니 학교 20,000,000 2021.09.02
212호 시에라리온 마욜로 스마트팜스쿨(1천만원)
213호시에라리온마욜로스마트패션스쿨(3천만원)
214호시에라리온마욜로스마트푸드베이커리스쿨(3천만원)

99,690,585 2021.09.14

97호 토고 시이메 학교 20,000,500 2021.09.17
111호 캄보디아 트모방 농업기술 학교 20,000,500 2021.09.27
96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뱅거빌 20,000,500 2021.10.15
99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초등학교 20,000,000 2021.11.08
101호 에스와티니 마세트제니 학교 20,000,500 2021.12.06
180호 캄보디아 프놈펜 도레미 교사리더십스쿨 20,000,000 2021.12.20
145호 탄자니아 차르데와 학교 20,000,500 2021.12.31
A. 학교 짓기 지출 소계 915,189,614 　

SMS 수수료 21,600 　

인증서비용 4,400 　

이포넷(체리) 후원금모금 위탁수수료-정기후원 30

이포넷(체리) 후원금모금 위탁수수료-정보기술학교 23,425 　

B. 기타 지출 소계 49,445 　

C. 2021년 이월금액 77,763,041 　

계(A+B+C) 993,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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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지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후원금  935,728,267
 ② 운  영

    경  비

 ③ 후원금품  ③ 사업비 학교짓기 지출 915,189,614

 ④  보조금 ①  SMS 수수료 21,600

 ② 인증서비용 4,400

 ⑤ 수익사업 이포넷(체리) 후원금모금 
위탁수수료-정기후원 30

 ⑥ 기타수입 은행 이자수입 46.595  
이포넷(체리) 후원금모금 
위탁수수료-정보기술학교 
기자재

23,425

 ⑦ 전년도

    이월액
57,227,248

④ 차년도

   이월액
77,763,041

 ⓼ 차입금

합  계 993,002,110 합  계 993,00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