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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빛을드리미재단  (팀원 : 권사랑, 오한음, 지정훈)

사업명 Meet the Child in Nepal

사업지
역

네팔 카트만두 사업기간 2021년 7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대상자
수

7명 선교현황 없음

사업목
적

네팔의 카트만두를 비롯해서 빈민가에 있는 여러 고아들은 빈곤과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종, 종교,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라는 벽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교육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의 삶이
온전히 회복됨을 목표로 이번 사역을 시작하였다. 네팔이 현재 폐쇄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과 함께 아이들을 도우며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
빛을 나누길 바란다.아이들의 어려운 삶을 도와 교육과 생활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
네팔 지역의 아동 케어 센터에 HIV/AIDS를 앓고있는 아동들을 지원한다. 아이들이
재정의 어려움 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내
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생활비지원
고아로서 생활비 충당이 어렵기에, 7인당 25만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삶의 연장선을 마련해주도록 한다.

교육지원
교육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여 준다.

온라인수업을 통해 영어교육을 진행한다.

기대효
과

합계 사업별 합계 사업 사업진행비 관련

총사업
비

250만원

총 125만원 생활비
<7인>

1달: 25만원
5개월: 125만원

옷, 식품, 병원비 등

총 125만원 교육비
<7인>

1달: 25만원
1년: 125만원

학비 포함, 교복과
교과서, 문구류 등

ㅇ 1회 50만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
- 2021년 7월 - 2021년 11월
- 매달 10일 이전에 아래 계좌로 송금
- 국민은행 080801-04-031959 (사)써빙프렌즈인터네셔널



시장환경 분석

환경
지리
적
위치

● 산간 분지에는 숲이 우거져 있다.
●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의 남반을 차지한다.
● 동서 850km, 남북 200km의 동서로 긴 국토이다.
● 남쪽은 농업지역인데 산과 만나는 지점은 숲이 우거진 습지이다.
● 해발 2,400~4,300m에 이르는 산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산악지대, 언덕지대,  그리고 습지대로 나뉜다.
● 북쪽으로 중국(티베트 자치구)와 접하고, 동·남·서쪽은 인도에
둘러싸여 있다.

●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카트만두 강 유역은 네팔의
정치·문화중심지이다.

● 동쪽 산악지대에는 에베레스트산을 비롯한 칸첸중가, 마나슬루,
안나푸르나 등 8,000m 급의 고봉이 있다.

● 바하마티 강이 흘러드는 카트만두 강과 세타 강이 흘러드는 포카라 강
유역의 평평한 지대는 이들 산에 둘러싸여 있다.

● 인도 국경을 따라 펼쳐져 있는 타라이 평원,산림으로 덮인 추리아 산기슭
북쪽의 내(內)타이 지대, 산간지역, 대(大)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에 속한다

● 타라이 평원은 고도가 낮고(해발 180~360m), 평평하고 기름진 곳으로
너비 26~32km 되는 갠지스 평원 북쪽과 연결되어 있다.

● 추리아 구릉과 내(內)타라이 지대는 사람이 얼마 살지 않으며 험준한
마하바라트 산맥을 중심으로 해발고도가 600~9,100m까지 이른다.

● 해발고도 4,300~8,800m인 대히말라야 산지에는 8,04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 (에베레스트, 칸첸중가 1봉, 마칼루 1봉,
초오유, 다울라기리 1봉, 마나슬루 1봉, 안나푸르나 1봉)이 있으며
에베레스트 산(8,848m)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일반

나라
정치 민주공화정

국명 네팔왕국(Kingdom of Nepal)

수도 카트만두 (인구 70만명)

시차 한국보다 3시간 15분 늦다.

면적 14만 7천㎢ (남한의 1.5배)

언어 네팔어(공용어) 외 100여개 (지식층 영어 구사)

G.N.P 297$ (대부분 관광 수입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음.)

인구 2,642만 명 → 극빈층 인구 비율 : 31% (2007년 기준)

종교 힌두교(88%), 라마불교(7%), 이슬람교(3%), 기독교 (2%)



민족 아리안족 (80%), 티벳· 몽고족 (17%), 기타 (3%)  총 80여 종족

통화
네팔 루피(NRs)

1, 2, 5, 10, 20, 25, 50, 100, 500, 1000루피 지폐가 있다.

환율
1달러(1200원)= 83NRs (2012년 5월)

12,000원= 10달러=830루피
대략 10,000원은 700루피,100루피는 우리 돈 1,500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