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기 충전소

합계
10월 누적 5,623,118 | 달성률 75%

전체 예산 7,500,000

2022년 10월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기타희망 
나눔

희망스케치

희망지구마을

다함께

10월 누적 1,236,111 | 달성률 77.3%

달성률 0.0%

10월 누적 297,468 | 달성률 99.2%

예산 300,000

온기 
나눔 10월 누적 500,000 | 달성률 100%

사랑의 난방유

10월 누적 467,934 | 달성률 78%
1%나눔 진지방

10월 누적 299,960 | 달성률 100%
장애인 지원

10월 누적 897,869 | 달성률 52.8%
기부자 제안 사업

10월 누적 182,894 | 달성률 45.7%
지정 기탁 사업

10월 누적 1,200,000 | 달성률 100%
SOS기금

상생 
나눔

예산 600,000

예산 500,000

예산 1,200,000

예산 400,000 

예산 1,700,000

그래프로 보는 1%나눔재단 

2022년 
희망바퀴 장학생 인터뷰

글 조재경(희망바퀴 장학생)

저는 올해 2022년 희망바퀴 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수기를 통해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선정해주신 화물복지재단과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장학금을 통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큰 

격려와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게 보낸 2020년은 저와 가족에게도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인 저로서는 노력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큰 수술을 해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하고 쉬게 된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물 운송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 동생 모두 아버지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는 자신보다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더욱 애쓰셨습니다. 팬데믹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달리 코로나는 제가 입시 준비를 하는 내내 유행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된 202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은 처음 접한 비대면 수업 때문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또 수능을 보는 해였기에 학업 분위기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저보다 부모님이 더 

힘드시고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저부터 걱정하시고, 저를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음에도 가족의 헌신적인 도움 덕에 저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는 한양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로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대구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 월세뿐 아니라, 생활비와 대학교 등록금까지 경제적 부담이 커서 

1학기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 대한 걱정과 학업 활동에 지장을 줄까 봐 최대한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운영비
10월 누적 40,880 | 사용률 40.9%

예산 100,000

예산 300,000

예산 1,600,000

예산 300,000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던 도중 아버지 일과 관련 있는 화물복지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해 감사하게도 장학생에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저는 물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려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학금의 의미가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원하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제 앞길에 관심을 갖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미래에는 제가 다른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약속드립니다. 지금의 지원과 관심을 잊지 않고, 멋진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바퀴 장학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우리 회사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총

예산 1억 원으로 장학생 115명을 선발해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조재경 학생이 보내온 수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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