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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킴재단 인재양성사업

베트남 HOASEN대학에 E-Learning 지원사업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UHS에 D.K.Kim Scholarship 전달

한양대학교 2019 D.K.Kim Scholarship 수여

베트남 VAVA대표단 한양대학교 및 병원 방문

안산지역 다문화학생 대상 과학교실 개최

베트남 'Dream Seed Center'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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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HOASEN대학에E-Learning 지원사업

D.K.KIM KOREA FOUNDATION

인재양성사업

디케이킴코리아 재단은 베트남과 같이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서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국가 최대 사교육 기업인 NHG 그룹과 함께 한양대학교의 E-Learn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는 MOA를 체결하였다. 디케이킴코리아 재단은 한양대학교의 기술과 콘텐츠 지원으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과목을 먼저 개발하여 보급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과목으로 확대시켜 베트남의 E-learning 교육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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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UHSD.K.Kim Scholarship 전달

D.K.KIM KOREA FOUNDATION

인재양성사업

2017년부터 캄보디아의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비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D.K.Kim Scholarship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장학금 수여와 함께 그동안 선발된 장학생들과 재단의 

책임자가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장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 의학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UHS는 D.K.Kim Scholarship 수여를 위한 별도의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 모두는 

UHS 졸업 후에 캄보디아의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를 위한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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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양대학교2019 D.K.Kim Scholarship 수여

D.K.KIM KOREA FOUNDATION

인재양성사업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의 대학원생들에게 2019년도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D.K.Kim 

장학금으로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르완다, 파키스탄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양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이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하여 저개발국가의 사회문제를 접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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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VAVA대표단한양대학교 및 병원 방문 

D.K.KIM KOREA FOUNDATION

인재양성사업

디케이킴재단은 2018년부터 베트남의 VAVA 그리고 한국의 한양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매년 의료세미나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4대에 걸쳐 여러가지 신체와 지체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베트남 의료진들이 세미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VAVA 대표인 Mr.Nguyen은 한양대학교를 

방문하여 재단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면서 2020년부터 베트남의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의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교육을 시켜준다면 베트남 의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과 베트남의 국가 간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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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산지역 다문화학생 대상과학교실 개최

D.K.KIM KOREA FOUNDATION

인재양성사업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센터와 함께 안산지역의 다문화학생 300여명을 초청하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동물들을 주제로 과학강연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통한 체험형 강연을 통해 동물들의 생리와 

신체기관의 특성에 대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가졌으며 곤충의 겹눈을 모방한 렌즈로 만들어진 안경을 직접 

제작하여 착용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적 과학인재를 양성하려는 STEAM(Science,Technolo-

gy,Engineering,Art and Mathmatics)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재단이 추구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한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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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Dream Seed Center' 방문

D.K.KIM KOREA FOUNDATION

인재양성사업

베트남 장애청년 경제자립지원 사업으로 한국장애인 재활

협회와 베트남의 NGO인 ‘Will to Live Center'가 실행기관

으로 참여했다.

KOICA가 기금지원을 하였으며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소득 창출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곳에서 IT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의 월평균 급여는 

하노이지역 최소 월급여액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디케이킴 미국재단이 미국 캘리포니아 

Loyola Mary Mount대학을 후원하여 진행 중인 저소득층 

학생 대상 'Google Computer Science Summer Insti-

tute Extension'과 사업방향이 유사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

하여 연계가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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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sia Families 모국방문 지원

사단법인 동의난달, 운숙미술회 지원

DMZ 평화대축제 탈북청소년 그림전시 미국 청소년단체 Co Act의

평화대축제 참가 지원 (D.K.Kim Foundati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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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킴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1 Asia Families모국방문 지원

D.K.KIM KOREA FOUNDATION

문화예술지원사업

디케이킴코리아 재단은 미국의 “Asia Families‘라는 단체를 후원하여 미국에 입양된 사람들과 그들의 양부모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Asia Families는 어린 나이에 미국가정에 입양되어 한국문화에 낯설은 

입양인들에게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낳아준 부모가 사는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입양인들이 

미국인으로 살아가지만 태어난 나라인 한국에 대한 애정과 정서적 소속감을 느끼게 도와주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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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법인 동의난달,운숙미술회 지원

D.K.KIM KOREA FOUNDATION

문화예술지원사업

디케이킴코리아 재단은 사단법인 운숙미술회가 기획한 시각장애인학생들의 미술작품전시회를 지원하였다.

‘운숙미술회’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학생들을 돕고자 그들의 작품을 매년 10월 서울에서 전시하여 

작품판매 수익금을 학생들이 소속한 학교에 보낸다. 

디케이킴코리아 재단은 학생들의 작품활동으로 캘린더를 제작하여 이들의 활동을 홍보하도록 도왔고 시각장애인용 

시계인 ‘브래들리 시계’를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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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Z 평화대축제 탈북청소년 그림전시
미국 청소년단체 Co Act의 평화대축제 참가 지원

D.K.KIM FOUNDATION USA

문화예술지원사업

2018년 6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특히 ‘휴전선 철책에 평화를 걸다’행사에 탈북청소년들의 그림이 걸릴 수 있도록 후원하였으며 미국 대학생 단체인 

‘CoAct'가 평화대축제에 참여하여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평화통일 노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있도록 참가를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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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베트남 빈딩성 뀌년지역 의료봉사

베트남 VAVA, 제2차 의료세미나 및 워크샵

베트남 고엽제환자 해독치료를 위한 비타민 지원

베트남 신체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국립 재활병원 및 공장 방문

캄보디아 프놈펜의 NPH(국립소아병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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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킴재단 의료지원사업



1 베트남
빈딩성 뀌년지역 의료봉사

D.K.KIM FOUNDATION USA

의료지원사업

한양대학교 동문봉사단체인 ‘함께한대’의 의료팀과 함께 베트남 중남부 빈딩성의 뀌년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무료의료봉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이라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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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VAVA,
제2차 의료세미나 및 워크샵

D.K.KIM FOUNDATION USA

의료지원사업

2018년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전 고엽제피해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센터에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특히 재단은 현지 재활의학과 의료진들을 위해 재활치료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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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고엽제환자
해독치료를 위한 비타민 지원

D.K.KIM FOUNDATION USA

의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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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고엽제 피해환자들은 매년 해독치료를 위해  VAVA(Vietnam Association for Victims of Agent 

Orange/Dioxin)의 지원으로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다양한 비타민제와 오일을 이용하여 해독치료를 받고 있다.  

디케이킴 재단은 매년 필요한 비타민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원조하기로 결정했고 2019년에 1차분(USD16,245.74)

을 베트남 VAVA에 지원하였다.



4 베트남 신체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국립 재활병원 및 공장 방문

D.K.KIM FOUNDATION USA

의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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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국립재활병원과 그 시설들을 

둘러보고 현재 베트남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의료지원 사업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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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캄보디아 프놈펜의
NPH(국립소아병원)방문

D.K.KIM FOUNDATION USA

의료지원사업

캄보디아 프놈펜의 National Pediatric Hospital은 2017년에 디케이킴 재단이 코이카의 주선으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원 당시 병원가구를 기증한 곳이다. 이 병원은 코이카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으며 

병원의 현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립병원 중의 하나이다.

재단이 기증한 병원가구들은 유용한지 여부와 추가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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