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 발족 7주년 
만남의 날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 발족 7주년을 맞으며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와 코로나19,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들의 벗, 우리들의 동지 안양숙님을 보내고 

그의 뜻과 삶을 기억하며 조성한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의 7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에 아랑곳하지 않고 캄보디아 뽀이뻿의 안양숙 망고나무는 가지가 휘도록 

망고열매를 맺어 이웃과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들의 벗 안양숙의 삶과 뜻을 이어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벗들이 마음을 모았던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으로 아이들도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들의 꿈이 자라 뽀이뻿에 마을문화센터이자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신나는 도서관’을 엽니다. 

온라인으로 도서관도 둘러보고 책임자 미란님과 이야기도 나눠보는, 

도서관의 오프닝을 함께 축하하려고 합니다.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12일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 운영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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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 일곱 번째 해를 돌아보며~
 

하나, 꿈나무 장학생들을 소개 합니다~ 

1. 첫 번째 장핛생 수언 완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다! 

2014년 9월 선발한 첫 번째 장학생 수언 완나는 2018년 10월 프놈펜 왕립농

업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직장을 다녔고, 2020년 12월 직장을 그만 두고 완

나의 꿈이었던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처음 계획한 것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꿈

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대학생 장학생 그룹

    

    

• 2021년 6월 현재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 대학생 장학생들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부

터 코로나로 인해 대학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장학생 그룹 : 2017년 8월 고등학교 졸업생 속킴은 프놈펜에서 약학대학 4년 재학 중입

니다. (㈜나눅스에서 장학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장학생 그룹 : 2018년 8월 고등학교 졸업생인 하이와 옌피는 프놈펜의 대학에서 IT를 전

공하고 있고, 와타나는 시엠립의 회계전문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하며,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

다. 

• 네 번째 장학생 그룹 : 2019년 8월, 고등학생 장학생이었던 차이다엔은 바탐방 대학에 입학하여 

IT를 전공하다 지난 해 아버지의 지병이 깊어지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져, 시소폰에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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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학으로 옮겨 주중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주말에 공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속피업은 프

놈펜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올해 2학년이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여학생 기

숙사 출신인 썸밧은 프놈펜 대학에서 국제 무역을, 로타나는 시엠립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있고, 

산이는 시소폰에서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 공부하는 주말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있

습니다. 모두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3. 새내기 대학생 장학생을 소개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정된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계속해서 미뤄지다 결국 취소가 되고 12학년 

학생 모두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학생 중 고등학교 졸업

생인 뻿쩐과 히억, 두 사람 모두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 뻿 쩐 (Pich Chen)

Ÿ 뚤쁘라삿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놈펜 소재, 매니지먼트 국립 대학

(NUM, National University of Manigament) 법학과에 진학.

Ÿ 가족 사항 : 어머니, 아버지, 4남매 중 세째

Ÿ 뻿쩐은 2011년 10월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희망을 장학사업의 장학

생으로 선발되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와, 2017년 10월 

안양숙 장학기금 고등학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뻿쩐은 

공무원이나 경찰이 되고 싶어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 후이 낌 히억 (Huy Kim Heak)

Ÿ 뚤쁘라삿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소폰 소재, 멘쩨이 주

립 대학에서 한국어과 진학

Ÿ 가족 사항 : 아버지, 어머니, 3남매 중 둘째

Ÿ 히억은 2003년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희망을 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뻔한 상

황 속에서도 어렵사리 꾸준히 꿈을 이어오며 공부해 왔

고, 2017년 10월 안양숙 장학기금 고등학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021년 1월 시소폰에 있는 멘쩨이 주립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신나는 도서관’ 스태프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장학금 내용 

•대학 등록금, 생활비(월 80$), 새학기 교재비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노트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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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생 장학생 그룹 

•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에서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고등학생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대학의 꿈을 키우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야 하는데 고등학교도 힘들게 다니는 학생

들이 많으니 결국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

습니다.

• 2021년 6월 현재 고등학생 장학생은 11명입니다. (10학년 3명, 11학년 7명, 12학년 1명) 10학년, 

새롭게 선발된 3명의 장학생들은 가난한 뽀이뻿 마을 아이들의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아시아평화

인권연대의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장학생들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중

단하기 쉬운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어렵사리 중학교를 마치고 마침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학은 아이들을 지켜보던 한국의 자매결연 가족들과 프로그램을 담당하

는 수녀님들과 캄보디아 책임자 미란에게는 대학에 입학한 것 못지않은 기쁨이고 감격적인 순간

이기도 합니다. 

◭ 장학금 내용 

•가족들에게 생필품 전달 (매월 쌀 20kg, 통조림, 세제, 비누, 치약, 칫솔 등)

•학생에게 지급되는 물품 (교복, 가방, 학용품)

•보충과외수업비 (5과목)

=> 연 예산 : 1인당 US 536$, 총 US 6,432$ /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 수학여행, 스터디 캠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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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장학기금 현황 (2021년 5월 30일 현재)

1. 기금현황 (2021년 5월 31일 현재)

① 2014년 기금 조성 : 60,874,265원 + US 1,000$ + 10,000엔 (약 6천2백만원) 

② 2020.6~2021.5 장학금 소요 예산  : 14,132$

    1) 대학생 : 12,203$

    2) 고등학생 : 1,905$ 

    3) 기타(은행 수수료 등) : 24$

  ※ 여학생 기숙사 출신 3명의 대학생 장학생 중 2명 (로타나, 산이)는 개별 후원인 연결하여 함  

     께 운영 중

③ 2021년 5월 31일 현재 

⦁국내 : 온라인 통장 1,073.960원 

  ⦁ 캄보디아 : 18,937.63$ (한화 약 22,725,156원 / 환율 1$=1,200원)

    

2. ㈜나눅스의 matching fund 

㈜나눅스에서 matching fund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수언 완나는 졸업 때까지 매월 55$씩 지원 (종료)

⦁2차와 3차 고등학교장학생 장학금의 50% 지원 (종료)

⦁2017년 10월 속킴의 대학진학 후 속킴의 학비 및 생활비 100% 지원  

3. 박말임꿈나무장학기금 

⦁이숙견님의 어머니 유산 중 10,000,000원 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과 함께

  운영 -> 2020년 6월까지 전액 소진   

4. 회계 내역 (캄보디아 2020.6~2021.5) 

수 입 지 출

내역 ($) 내역 $ 횟수 $ $

대학생

이월금(2020.6)
개별장학금 

(한국에서 송금)
적금 해지
적금 이자

5,231.57 
7,140

20,000 
688

3학년

하이
생활비 80 12 960 

1,740
학비 780 1 780

와타나 생활비 80 12 960  960 

옌피
생활비 80 12 960  

1,460
학비 500 1 500  

2학년

차이다엔
생활비 80 7 560  

1,160
학비 600 1 600  

라타나
생활비 80 12 960  

1,450
학비 490 1 490  

썸밧
생활비 80 12 960  

1,510
학비 550 1 550  

속피업
생활비 80 12 960  

1,560
학비 600 1 600  

산이 생활비 80 6 480 1,080 



                 안양숙 꿈나무 장학기금 카페에 놀러오세요~ 

                   http://cafe.daum.net/Anyangsookdreamfund 

       ♣ 안양숙꿈나무장학기금 계좌 : 부산은행 1012018586709  꿈나무스칼라쉽 정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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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앞으로는~ 

1. 2021년 하빈기 새내기 대학생 진학 예정 

⦁올 하반기, 고등학생 꿈나무장학생 중 1명이 대학 진학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시험 결과 확인 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대학 등록 시 어려

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합니다. (입학금, 지역에 따라 생활비 책정, 책 구입비 등 신입생에 필요

한 물품 지원 포함)

* 코로나 사태로 캄보디아 고등학교들이 휴교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년 8월에 치러지던 졸업시험 

일정 및 학사 일정이 예년과 달라질 예정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장학생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게

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2. 2021년 하반기, 새로운 고등학생 장학생 선발 

⦁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장학생 중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뽀

이뻿 지역에서 고등학생 입학하는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 예정입니다.

⦁학교가 개학하여 학사 일정이 결정되면 이후 추천과 개인 신청서를 받은 후 개별인터뷰 진행하

고, 고등학생의 경우 9월에 선정하여 새 학기부터 지원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학사 일정이 예년과는 달라질 예정입니다. 학사일정과 상황을 보

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장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학생들의 모임 및 프로그램의 진행이 예전같이 진

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 데로 상황에 맞게 아이들과 자주 소통하면

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하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학비 600 1 600  

1학년 쩐

생활비 80 4 320 

1,270 
기타 50 1 50  
학비 600 1 600  
컴퓨터 300 1 300  

기타
송금
수수료

2 1 2  
13 

1 11 11  
소계 12,203

고등학생 　　 사업비
1,905.50

※2019.10~2020.9 예산 5,565.00 

기타 예금이자 10.17  　 기타 수수료 23.61 

수입합계 33,069.74  지출합계 14,132.11

잔액   18,937.63 

http://cafe.daum.net/Anyangsookdreamf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