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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MISSION STATEMENT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Mission flows out of the innate love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Every parent wants his/her child to grow up with sufficient nutrition and education.  This fundamental 
love spreads through nourishment and caring for children everywhere across the world.

We strive to do all we can to help children of the world whose daily needs for food, housing and 
education are unmet.

PURPOSE
The Foundation strives to help eliminate child hunger and to work for well-being, education, and 

guidance for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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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린이재단

What we are doing...

Global Children Foundation

22 years (1998 – present)

50 countries 
Bangladesh, Bolivia, Burkina Faso, Cambodia, Canada, C.African Republic, Chad, 
China, Congo, Dominican Republic, East Timor, Ecuador, El Salvador, Ethiopia, 
Guatemala, Haiti, Honduras,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Jordon, Kenya, 
S.Korea, Kyrgyzstan, Lebanon, Malawi, Lanka, Sudan,Tanzania, Thailand, Turkey,
Uganda, Ukraine, USA, Vietnam, Zambia

522,000 (estimated) underprivileged children helped

$4,790,000 distributed to feed and educate th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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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신축년을 맞이하여 가정 가정 마다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

다. 새해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 

되고 백신이 나와  예전과 같이 자유

롭게 활동할 수 있어 서로 만나고 모

든 지부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행사

를 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모

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시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 모금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새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후원

지의 아이들을 변함없이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대단

히 감사 합니다.  특히 모금 활동에 앞장서 주신 이사님들과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후원해 주시는 어머니들을 보

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심을 보게  되었고 이 사

랑으로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 돕는 일을 함

께 해 올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총회를 이끌어 오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 주

신 염귀옥 총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동안 GCF총회장으로 수고를 해 주실 전

영신 총회장님께도 감사 합니다.

전영신 총회장님은 미시간 지부 회장과 서부지역 회장, 본

부 이사 그리고 2019년도 라스베가스 총회 준비 위원장을 

맡아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능력과 인품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일터와 하시

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길 비오며, 특히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날에 다시 뵙기를 소망하며 앞

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Dear members and supporters of GCF, I wish you a 
blessed new year in each of your families in this coming 
year. I hope we can quickly crush this coronavirus with 
an effective vaccine, so we can meet each other freely 
once again and have all chapters in full running order as 
before.

I am sure many things were difficult for all of you this 
year. Even then, members have participated in special 
fundraising events and have registered as new members 
to help children in need all over the world, and for this I 
would like to send my deepest heartfelt gratitude. I would 
like to especially thank all the board members and chapter 
presidents for leading in the front lines for fundraising.

As I see all the mothers who are still supporting our 
organization even though we are all facing difficulties in 
our own lives, I see just how deep a mother’s love runs, 
and I thank you once again that we were able to help 
these children in need in unchanging ways and hearts.

I would like to send a big thank you to our global president, 
Kim Yum, for working hard on leading our organization 
for the last 2 years.

I would also like to thank our new global president who 
will serve for 2 years, Young S. Chon. Young S. Chon 
has served as the Michigan chapter president, West 
president, board member, and has successfully led the 
committee who prepared the global meeting held in Las 
Vegas in 2019.

May God’s blessings be with you in your homes, in your 
workplace, and in all the things you do in this new year, 
and I especially wish you good health. I hope to see you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and dearly ask you to continue 
to love and support our organization.

Thank you.

이사장 인사말   Message
이사장  정경애
Karen Chung,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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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ly beloved members and sup-
porters of GCF, I am sure we are all 
facing difficulties during this COVID 
19 pandemic. I would like to wish all 
of you good health.

I started to serve as the global presi-
dent of GCF in January 2019 with ex-
citement to send help to those who 
need it all over the world, and as my 
term is coming to an end, I would like 
to give thanks to all of you.

As we were all getting ready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in January, 
2020,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of the coronavirus hit 
us starting in March. Due to these unexpected circumstances, all 
plans had been canceled, including the unfortunate cancelation of 
the launch of Utah chapter with the recommendation of our board 
member Yeong Sook Kim. We held our board meeting via Zoom in 
June, and had to cancel our global meeting that was supposed to be 
held in Indiana in July. However, with all of your help and support, 
we were able to hold a virtual global meeting via Zoom on October 
24th, where over 100 of you were able to join live. Even though 
we were all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is pandemic, many chapters 
were able to still raise funds through garage sales and walking 
events. We were able to distribute pizza to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produce masks on our own to send to our local communi-
ties in need, and even raise funds through Zoom meetings.

We sent $243,165 to 33 places in need all over the world.

I bow my head and give thanks to all of you again for your passion 
and service. I would also like to thank KyungOK Ahn, our office man-
ager, who has voluntarily donated 6 months of her salary and still 
served tirelessly at our GCF Headquarters.

I am so grateful to all the board members, the chairman of the 
board, the chapter presidents, the members, and all the supporters 
of GCF for pouring your passion and effort in still during these tough 
times. I pray that GCF will improve even more as the new global 
president will lead our organization, so that we can continue to de-
liver hope and dreams to those children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our help. I also pray for the speedy recovery in health for Sookja 
Bang, one of our founders, and send our deep gratitude once again 
to all of you sacrificing and serving in GCF. 

May your Christmas be merry and safe, and pray for God’s peace 
with you in the new year.

Love and bless you.

총회장 염귀옥  
Kim Yum, President

총회장 인사말  Message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Covid-19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초 가슴 설레임을 안고,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곳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한 GCF 총회장 임기

를 마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부터 각 지부 회장님들이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

한 연중 계획을 시행하고자 할 때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우리 

모두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계획이 취소되었

고 김영숙 이사님의 추천으로 3월 중에 발족하기 위해 준비

한 유타지부 발족이 무산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이사회도 zoom meeting으로 개최되었고, 7월 인

디아나에서 열릴 총회도 취소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10월24일에 100명이상 회원이 참여한 

virtual zoom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Pandemic으로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 지

부에서 이사님들의 격려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열

성으로 Garage sale, 걷기대회 등으로 후원금을 마련하였

고, 저 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피자를 나누어 주고, 마스

크를 손수 만들어 지역사회와 후원지에 마스크를 보냈고, 

또 많은 지부에서는 Zoom 미팅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였습

니다. 올해는 33개국 해외 후원지에 $243,165을 보냈습니

다. 회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봉사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

사를 드립니다.

Pandemic 사태로 후원금 모금이 저조할 때 자진하여 후반

기 6개월 월급을 donation 해주시고, GCF 본부에서 헌신적

으로 봉사해 주신 안경옥 사무장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GCF에 열정을 쏟아주신 명예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사님들, 회장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후원

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새 총회장이 이끄시는 GCF가 더욱 더 발전하여 빈

곤에서 허덕이며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립자이신 방숙자 명예 이사장님의 건강이 속히 회

복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며 GCF에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과 

후원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전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

는 평강이 있으시길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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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어린이재단 여러분께 올립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

다. 볼리비아도 전국 학교의 휴교령은 계속되었고 상황은 나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뽀꼬뽀꼬 지역의 확진자

는 0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교령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해 9월 중순 희망꽃 교육센터가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센터가 다시 열리자 코로

나 19로 생활고를 겪게 되었던 지역주민들은 아이들이 다시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이에 하반기 등록학생 수는 총 108명으로 상반기 대비 등록학

생수가 15% 증가했습니다. 정규학교의 휴교령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희망꽃 교육센터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급식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25%의 아이들이 키와 

체중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반기별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아이

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해 주

신 GCF 어머님들 덕분에 다시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뽀꼬뽀꼬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GCF 어머님들의 깊은 사랑

과 꾸준한 지원에 감사를 전해 왔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학교 및 호스텔 등

의 잠정 폐쇄 방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던 (5월 1일부터 9

월 30일까지) 울리뿔 지역 극빈한센가정 결식아동들이 돌아 

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 중에도 방글라데시 결식아동들을 먹이

고, 가르치는 일을 정성으로 섬겨주신 GCF 어머니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Bangladesh 글_장순호선교사

Bolivia 글_사)코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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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대면모임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

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하여 상

태가 많이 호전 되어가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어

려움 속에서도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어린이재단의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어린이 사역에 최선을 다할 마

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곧 미래이기 때문

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글로벌어린이재단 위에 

크게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코로나로 학교 휴교와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고 한 두달 전부터 부분 개교

와 부분 영업재개가 허락되었는데 지난 주부터 다시 부분 봉쇄와 휴교가 실시되

고 있습니다.

모임이 개시될 수 있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분 개방이 허락된 한 달 전부터 매주 아이들이 있는 가난한 25가정을 선정

해 쌀 5kg씩을 나눠주는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허락되지 않은 현재 사정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경제사정이 안 

좋아진 지금은 모두에게 필요한 도움이고 주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코로나가 사

라지기 전까진 이런 식의 도움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금이 고갈될 때 까지 매주 이런 식의 찾아가는 구제 사역(내용은 바뀔 수 있지

만)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사정과 필요에 더 

관심을 갖게 되니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향한 귀 재단의 사랑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글_이용학선교사Burkina Faso

Cambodia 글_김현욱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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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섬기시는 회원님들께 감

사 인사를 드립니다.

COVID-19(코로나19)로 인한 Pandemic(팬데믹)상황에서도 저희 

캄보디아 빈민촌을 위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귀한 후원금으로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20년 7월 이후 현황보고 내용

1) COVID-19(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과 활동제

한(모든 사역 중단)

2) 긴급구호지원(비상식량 전달) 총1,200가정 대상으로 대략 3회 

실시(총 3,250가정)

3) 쌀 10Kg/ 라면 1박스로 4인가족 최대 2주 비상식량

2. 2020년 9월이후 사역재개 현황보고 내용

1) 포이펫 시청에서 포이펫 시장님 동의하에 사역이 재개됨

2) 급식사역 중단으로 10개월된 여자, 2살된 남자아이 사망함

3) 마스크는 없지만 1m 거리두기와 발열체크를 실시함

3. Chikungunya Fever (치쿤쿠니야 열병) 아프리카 열병 발생

- 최초 100명에서 급속도로 확산하여 200명이상 발생함

 (발열 온도 40도 심한 통증)

- 200명 이상 모두 IV 링겔과 소염진통제와 해열제 처방함(사망자 발생하지 않음)

4. 캄보디아 포이펫 집중폭우로 인해 홍수 발생

1) 캄보디아와 태국이 동시에 집중폭우로 인해 침수가 시작됨

2) 캄보디아 전체 사망자 48명중 포이펫시 8명, 특별히 포이펫 빈민촌 3명 발생

3) 집중폭우와 태국에서 방류한 물까지 들어오면서 대략 3m이상 침수됨

4) 100가정 수재민을 위해서 모든 센터 건물을 사용(예배당, 교실, 숙소, 앞마당)

5) 센터 건물 침수가 시작됨으로 포이펫 시청으로부터 대피명령을 받음

6) 2020년 10월 19일 포이펫 비젼 센터를 포기하고 대피 철수함

5. 다시 시작

1) 10월 25일부터 피해복구 점검 및 복구 실시함(청소와 방역 실시)

2) 긴급구호식량지원과 아동급식과 길거리 빵나눔 사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6. 후원금 사용으로 얻음 효과 (생명 연장과 보전)

1) 1,200 가정의 빈곤, 기아, 버리진 아이들, 고아가 

된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마약, 알코올중독, 도박, 폭력적인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3) 아주 기초적인 치료로 기본 의료 혜택을 보장 받

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곳에 있는 이 어린 영혼들을 긍

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 후반기 후원금 USD $3,750을 통해 수백명

의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Cambodia 글_이기원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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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와 같이 도

미니카 공화국도 지난 3월 이후 9월 말까지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11월

에 와서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관광 수입에 의존하던 프에르토 플라타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

기면서 호텔업에 종사하던 많은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식품점

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이 일시적이나마 문을 닫게되고 공공 기관 마저

도 문을 닫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먹는 문제가 심각함을 인

식하여 거의 모든 선교 후원금을 성미를 구입과 식품 구입에 힘쓴 바 11

월 현재 제 8차에 걸처 사랑의 쌀나눔을 하였습니다.

3월에 시작할 때는 모소비와 인근 지역인 세베레를 중심으로 배급을 시

작하였으나 점차 확대하여 11월 현재까지 20곳 교회와 모소비와 세베

레 두곳의 지역 사회에 8차에 걸처 50파운드 쌀 175포대의 성미를 나

누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지원하던 토요반 주일 학교 후원금은 각 교회별로 식료

품을 구입토록하여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 문

안 인사 드립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생각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온기가 가슴에 벅차 오릅니다.

펜데믹으로 인하며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용

기를 가질 수 있는것은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

이 있기에 힘을 얻어 미력하나마 세상과 단절되고 

격리되어온 캄보디아의 나환자촌의 어린이들의 입

양사업과 가족과 같은 나환자들의 의료사업으로 먹

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올해의 펜데믹과 함께 우기에 가뭄과 

건기에는 홍수까지 겹쳐서 재산과 인명피해로 캄

보디아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실정

입니다.

더우기 저희가 돌보고 있는 나환자 마을의 70명의 입양어린

이들과 가족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또한 의약품이 모잘

라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까지 나환자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게되면 엄청

난 일들이 일어나기에 한센마을 자체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고등학생으로 만나 지금의 현지 선교사

님로 세워진 현지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나환자촌마을 어린이

들의 영양상태, 가정방문, 정기적인 소규모 가정예배, 기도모

임, 복음전파를 조심히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풍족할 때는 나누는 것이 쉽겠지만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사

랑은 사랑 자체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함께 했기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지원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ambodia 글_전그레이스

Dominica Republic 글_이광호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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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으로 인해 세계에 힘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부유하다라는 미국도 많은 

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 가난한 과테말라의 경우는 더욱 심한 상황이었습니

다. 그 과테말라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중의 하나인 추이사카바 우노와 도스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코비드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경제를 락다운 

시키고, 버스등 이동 수단들 역시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이사카바에 사는 

이들은 일을 찾을 수도 없었고, 찾는 다 해도 그 일자리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

다. 그런 이들에게는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섬겼던 아이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

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서 저희 힐링과테말라를 통해서 하신 일은 두마을의 

240가구에게 생명줄을 주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실의와 절망에 차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어린이재단에서 준비해 주신 곡

식자루를 드리면서, 저희가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

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고, 여러분의 절규를 다 들으셨습니다. 보십이요. 이 곡식자

루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힘내십시요. 우리 주님이 

꼭 구원을 이루십니다.”라고 위로하며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 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Guatemala

Guatemala

이번 펜데믹 사건을 통해 우리 갈릴레아 선교 공동체는 참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감춰두신 뜻을 찾기에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가 봉쇄되어 약 40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 기약없는 세월을 대기상태로 마음을 조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 5곳의 어린이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약 1,000명의 어린이들과 교역자 및 주일하고 교사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online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

근에는 허리케인이 다행이 치섹을 피해 지나가고 있으나 약 3주

째 장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이 엄청 많아 저지대의 길

과 주택이 침수되고 인근 도시로 가는 길까지 차단되어 치섹시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학교와 교회에 집잃은 가족을 긴급 

수용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양식과 옷 등을 얻으려 

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제한된 자원으로 치섹 시민을 다 상대할 수 없

어 일단 우리는 능력되는대로 시에 물자를 기증할 예정이니 치섹

시로 가서 청원하도록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CF 지원금으로 저희는 3차에 나누어 연1,200여 가구

에 돼지나 옥수수를 나누고 있지만 엄청 더 많은 급식자제의 필

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펜데믹 사태와 홍수 사태가 겹쳐진 치섹의 사항을 경험

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위해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수년간 GCF의 지원으로 많은 나눔을 실천했지만 지금의 사

태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이 해소되기 

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GCF의 무한한 헌신과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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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티

에서 인사를 드립니

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함께 

아이티의 고아들을 

품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게 된 것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

를 고백하게 됩니다. 

열악한 어린 생명들

이 도움과 관심을 받

고 세상에서 함께해

주는 누군가의 공급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그들에겐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을 받고있는 아이티의 고아원에서는 

방과 후에 모든 아이들이 한글과 합기도와 음악을 배웁니다.

매일 성경을 감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들의 삶이 절망

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더 

큰 소망의 리더들로 세워지는 또 다른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가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사실이 2010년 부터 고아들과 함께해 온 

제게는 얼마나 고마운 보람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함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나눠준 마음으로 

인해서 였다고 믿습니다. 벌써 의사가 되려는 아이들이 각 고아

원마다 여러명이 있고 간호사와 목사와 엔지니어와 선생님이 되

려는 아이들도 참 많아졌네요. 이 가난한 나라를 꼭 부자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대통령도 몇명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는 시

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아들의 경우엔 먼저 그들의 지겨운 

배고픔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게 될 즈음에야 비로서 눈을 들어 내

일을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생

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모든 분들

처럼 아이티의 고아들도 언젠가는 그들이 도움을 받았던 몇배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무렇게나 후원금을 보내지 않는 

이상에는 분명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앞에 풍성

하고 선명한 결실로 거두워지는 그 날은 꼭 오게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아들을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

복합니다.

아직도 전세계가 코비드-19 상황으로 어렵습니

다.이 힘든 상황에도 지구촌 그늘진 곳의 어린이들

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활발하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GCF의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7월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도미니카, 과테말

라, 온두라스, 네팔 지역의 어린이들 가정에 쌀을 

나눠주는 사역에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곳 선교사

님들의 보고를 통해 코비드-19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의 가정 형편이 너무 열악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식량 보급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지역 주민들이 식

량 공급을 받고 아주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

다. 특히 GCF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부탁들 하셨습니다. 

우리 두란노 침례 교회는 GCF 후원금을 마중물 삼아 코비드-19 

기간 중에는 계속 선교지 가난한 주민들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GCF와 손을 잡고 선교지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CF의 사역이 이 세상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Hondulas 글_이 준목사 

Ha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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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ti 글_오영인.이동렬선교사 

2020년 3월 3째주부터 COVID-19 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까에 학교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3 월 봄학기를 정상적으로 운영 하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물을 길러 나르기 위해 도랑을 찾아 가는데 그 도랑물은 

깨끗하지 않는 물이며 그 어린 아이들이 도랑물을 찾아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그 무거운 

물을 작은 머리에 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 120 미터 가량 깊이의 우물을 팠고 그 깨끗한 물을 제너레이터로 뽑아 

내어 이 어린 아이들 위해 격일로 물을 나눠 주는 사역을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매우 약한 어린 아이들이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나눠 주는 것을 결정하였고 하루에 한끼도 먹

지 못하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쌀을 나눠 주는 사역 또한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GCF 의 도움으로 인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눔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필요

한 것을 채워 주고 얻게 되는 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어려

운 상황 가운데였지만 다시 시작된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배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가지 않고 깨끗한 물을 얻어서 가는 어린 아이들,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돌아 가는 어린 학생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India 글_Prof. Dipak Kumar Nath

The School Feeding Programme supported by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USA is being continued at the Paschim Dwarikapur 
Island of Sunderban, India for the underpriviledged children. 

Nearly 100 Primary School children of Paschim Dwarikapur Island – 
mostly from the fishermen, farmers and landless labourers families 
avail of this Mid Day Meals – for 5 days a week. Along with their 
Primary Education and moral / spiritual nourishment, this feeding 
programme helps them to come out from the danger of hunger and 
malnutrition. Many children of our schools come from extreme poor 
families – who are deprived of food at their home – due to very 
low family income. This mid day meal is vital for their survival and 
nourishment.

We provide basic food – Rice, Dal (Lentil), vegetables and fish or 
eggs in the meals. These are freshly cooked and served hot to the 
children. The teachers take keen interest and serve them with love 
and prayer.

The smile in the children’s face and end of hunger, malnourishment 
are the impact of the mid day meal programme.

We thank and appreciate all the staff members, the Board Members and Donors –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 for your 
prayer, care, concern & support. We hope to continue this partnership for an effective and meaningful intervention in sharing 
the joys and sorrows of the underpriviledged children of the Sunderban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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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롬♡♡  도마선교센터 제5고아원 70명을 후원하여 주심을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아래와 같이 보고를 드리오니 살펴보

시고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후원비가 절반으로 감액됨으로 줄이고 줄여서 집행하

도록 하였으며 직원도 줄였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 어떻

게 할 방법이 없어 마음은 아프지만 전 세계 선교지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고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고아원 원생 1명 생활비가 월 

1500루피가 되어야 되며 그 외 학교 다니는 경비도 적지 아니합

니다. 저도 다른데 경비를 줄이고 줄여서 협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가 이루

어 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후원하는 고아원 원생들은 나이가 1살 올라갔으며 학년도 1년 올

라가 3학년은 4학년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올라가 많이 성숙하여

졌습니다. 직원은 교목 1명으로 식당 1명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인

디아 장로회 소속교회에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며 돌보도록 조치

를 하였습니다.

하루일과는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 30분까지 이며 

저녁예배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입니다.  방과후 그룹별 

미팅과 성경공부 큐티를 정규적으로 가지며 이들 중에서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사명자는 도마선교센터 인디아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5년간 수업 졸업하여 목사안수를 받아 각 지역으로 파

송받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숙하여지며 학교에서

도 공부 잘 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배려를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리오며 2021년에도 절약하고 절약하여 차질없이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정동일선교사는 인도네시아 1998 보르네오섬 안중

앙에서 의료선교 사역하시다가 2006년에 교육선교로 사역하

게되면서 유치원을 설립하다. 유치원 건물은 미국에서 헌금된 

$6,000로 목조건물에 철판지붕으로 건축되었는데 지난 수년간 

물이 새어 보수하면서 사용해 왔다.

2018년부터 새건물을 구상하다가 2019년 전영욱선교사님의 도

움을 받게되어 구체적으로 건축 계획을 하게되다.

GCF에서 주신 $11,250을 포함해서 총 $70,000 예산으로 유치

원, 담장, 강당(지붕, 바닥, 2벽)을 건축하기로 하고 2020년 6월

10일 착공하다.

2020년 10월31일 담장과 유치원건물 완공하다. 유치원 건물은 

교실 3개, 교무실 2개 확부모회의실(50명 수용), 화장실 4개로 

지어지고 총공사비 $50,000이 소요되다.

강당 건축은 화장실, 탈의실, 4면 벽으로 된 완성된 300명을 

수용가능한 강당을 건축하기로 설계와 예산($4,5000)을 준비하

다.

그동안 코비드로 인해서 학교가 닫혀져서 건축공사가 사고없이 

진행 되었으며 GCF 그리고 여러동역자들의 관심과 헌금으로 샤

론의 꿈을 이루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India 글_김정구선교사 

글_샤론학교 전영욱선교사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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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김성국센터장

Kenya

Kenya

글_WECA

글_이원철선교사 

마지싸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 및 기대효과

를 나눕니다.

몸바사 마지싸피 초등학교에 대한 세계교육문화원(WECA)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궁극적으로 성장기 및 발달의 과도기적

인 시기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제

공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 및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상황에 맞춰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

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

장해 줄 수 있음. 이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타 학

년 학생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학습할 수 있

다는 희망과 주인 의식을 심어 줌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교육 

환경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인식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관경 개선을 통한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바탕으로 

SDG의 4번째 목표인 양질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목표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SDG의 1. 빈곤 종식, 3. 건강과 웰빙, 5.양성

평등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숙소가 공사 중이라서 효과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현

재 텐트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조금만 견디면 생활 

문제가 나아지니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교사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명의 선생님이 텐트에서 숙식을 하며 정부에서 지은 

클리닉 건물의 복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하는 아이들은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4-6세) 15명

과 초등학교 연령(7-10세) 10명인데 학교가 문을 열면, 학교

가 있는 인근 마을로 공부하러 집을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

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때문

에 이주해 오면 6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칠 것으로 예상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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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

해 있는 우즈베키스탄 두 곳에서 사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두 교회(모든 족속, 돈암-알라이스키)를 중

심으로 가정이 어려운 어린이 남 9명, 여 6명, 합 15명에게 

식료품과 함께 학용품, 지원금과 의약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구제금 사용을 통하여 얻은 효과는 첫째 9월에 새 학

년이 시작되는 어린이들에게 학년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

인 도움을 준 것이다. 둘째는 이것을 통하여 불우한 가정

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번 후원금이 더욱 빛이 났

던 것 같습니다.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ovid-19기간중 이동의 제한,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국

가방역의 원칙으로 처음 제안서에 계획하였던 대상자를 

전부 지원할 수 없어 그동안 관계를 형성해오고 최근에 

빈민지역을 옮기게 된 Wharf지역 (제안서에서 지원하기

로 한 지역 중하나)에 있는 어린이와 가정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Riyad PK지역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하였습

니다. 

-  3월초 COVID-19규제로 국경과 공항폐쇄 및 지역간 이

동금지, 야간 통행금지 등의 조치 등이 시행 중이며, 6

월부터는 감염자가 하루 200명 이상씩 급격히 증가 중, 

현재 약3,800명 확진, 120명 사망  

-  Wharf지역은 수도 누악쇼트내 3대 빈민지역으로 예전 

노예 계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임  

-  약2500명의 인구중 시의 협조를 얻어 8세 이하 아이들

이 있는 가정 중에서 수혜가정 300가구를 선정

-  수도 남쪽 사막지역인 RIYAD-PK지역은 급속한 도시

확장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사막 지

역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며, COVID-19

감염자도 3개월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  부모 중에 장애를 가진 가정, 한 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그리고 실업으로 인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을 우선으로 시청에서 150가구 선정 

Kyrgyzstan 글_정환갑선교사 

글_박세업선교사 Maurit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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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Mexico

Shalom and the grace of our Lord Jesus be with all of your at GCF from 
our family and ministry in Yucatan Mexico. 2020 Has been an unbelievably 
difficult year! Beside the devasting impact of Covid 19 on the whole world, 
we have also experience one of the most devasting years of natural disaster 
due to rain and hurricanes. However, through your faithfulness at GCF we 
have been able to serve our community and keep the HOPE alive!

We were so grateful for your faithfulness, when so many churches and 
ministries were canceling mission trips and support! You remained faithful 
in your promise and God is always faithful! Even though our budget was cut 
in half we were so encouraged by your faithful donation and support instead 
of cutting down on our program we actually are serving more children 
than ever. Although we have 75 children officially signed up, we have been 
cooking and feeding over 110 children daily!

The hope through GCF’s feeding initiative has helped our children dream 
about a different future! This year we had a record 5 students accepted and 
begin studying at the university level! Incredible!

We pray that you will be encouraged by the fruits that your love is bearing 
here in the Yucatan. We pray that you will not tired in loving and feeding 
hungry children around the world! We pray you will continue to be blessed 
and favored by our Lord!

글_김승석선교사  

글_안아브라함선교사  

GCF 어머님들의 변함 없으신 사랑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El Tumbo (엘 뚬보) 마을은 인구 약 4,500 명 중 어린이

들이 약 3,000이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고산 

깊은 숲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업은 화전밭 농사로 80% 옥

수수 농사와 약간의 콩과 고추 그리고 산에서 채취한 약간의 

자연산 과일이 전부입니다. 이들의 주식은 옥수수로 다양한 음

식을 만들어 먹는데 비해 반찬이라고는 삶은 콩과 그 국물, 그

리고 매운 고추가 전부입니다. 이같은 열악한 음식 문화인지라 

고기는 1년에 세,네번 명절때 맛보는 정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예수님은 GCF 어머님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

라를 상속하라”(마 25:34)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습

니다 .  

이같은 어머님들의 고마운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귀중한 열

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계적 재난 COVID-19 에서 우리 주님

의 은혜와 도우심이 GCF 모든 어머님들께 항상 계시기를 기

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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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글_최태입선교사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국과 멕시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역으

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하고 목숨을 잃는 소식들을 날마다 접하게 됩

니다. 제가 있는 이곳 멕시코도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지 전세계에서 여덟째로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감

각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방과 후 학교도 정부 시행 지침에 따라 방학을 하고 지금 현재는 학

생들 가정 방문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이 시작할 때는 생필품을 구입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점들이 재고를 충분히 있어서 통제가 없어서 구입하기가 쉬워

져서 불편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어려운 시기에  GCF 를  사용해서 배고프고 힘든 가정을 돕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GCF 모든 회원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주님 안에서 GCF 모든 회원님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

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팔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그동안 Lockdown 을 약 5개월 

동안 실시하여 확산을 막았으나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Lockdown을 풀면서 급속하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학교수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아동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동

들의 식량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민아동 식량지원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

기를 원하여 식량을 낮에 구입하고 밤에 전달하였음)

2. 현지인이 운영하는 고아원 식량지원(현지인의 지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고아원지원)

3. 학비지원(수업은 하지못하지만  학비 받고있음)

    하루에 3~4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지원활동

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의 지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epal 글_나근찬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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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onavirus pandemic has been 
ongoing for almost a year now, and 
it is affecting every country in the 
world bar none. Nicaragua is in a 
strange situation. According to gov-
ernment data, Nicaragua has one of 
the lowest transmission and fatality 
rates in the world. But in reality, 
cemeteries are being filled and new 
ones are being made, and the eco-
nomic impact of the coronavirus, 
especially in the tourism sector, has caused widespread unemployment 
and hunger in many Nicaraguan homes, especially since almost half of 
Nicaraguans live below the poverty line.
The GCF contribution is used in a twofold strategy to help the communi-
ties at the 38th Kilometer at Carretera a Rama. First is to fight hunger 
directly in an emergency response to feed children by distributing food 
packages. This alleviates the financial burden placed on the parents due 
to the economic disruption caused by the pandemic. The food packages 
contain basic food staples such as rice, beans, cooking oil, and several 
other basic items. The monthly handout was not enough to be the sole 
source of sustenance for most families, but has helped them when food 
was most scarce.
Second is to empower families for long-term prosperity through distri-
bution of piglets, which can be raised from food scraps and grains, and 
then sold for much greater profit on a medium- to long-term basis. Those 
who have worked hard and cared for their piglets have managed to build 

up a self-sustaining business, making up a significant addition to their 
monthly income.
For the current semester, we have been able to continue spending 
the rollover funds that we were unable to use earlier in the year due 
to COVID restraints. Because of this, we are on track to distribute all 
funds by the beginning of the year 2021, in spite of the time that was 
lost in inactivity due to the pandemic. The current report reflects the 
greater use in funds in this semester due to the rollover.
In a world where even neighbors are no longer able to see face-to-face, 
but have to hide behind masks around each other, the GCF contributions, 
arriving from halfway across the globe, from people who these Nicara-
guans have never seen face to face, have proven to be a beacon of hope 
and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families of these 61 children. In spite of 
the economic downturn affecting the world as a whole, it is our hope that 
these contributions can continue in the year 2021 and continue to provide 
opportunities and a helping hand to those most in need.

The food distribution has helped us to discover these changes:

1. These children fully satisfy themselves with food every Monday, whereas, on the 
other days, they eat once a day or maybe not. The peace which is observed on their 
faces after fully satisfying themselves gives us hope that they will not do anything 
wrong to feed themselves.

2. We we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m and guide 
them about their futures.

3. We were able to stop them from doing labour every 
Monday.

4. The local villagers have reported us, that after this 
step of feeding them, the kids have hope that some-
one cares for them, and they will be provided with 
every Monday so they should not go for labour or 
begging on Mondays. A positive change has ob-
served in their behaviour. Even though these chang-
es are small and initial, but we believe that it is just 
the beginning and there is a lot to do for them and 
thousands of abandoned children on the streets of 
Pakistan.

5. We are pretty sure that the use of powdered milk 
among the children will also help them to grow 
strong and the rate of sickness will decline in the 
upcoming months.



Winter 2020  |  Global Children Foundation20

Peru 글_정은희수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올해는 어린이 무료 급식소 운

영을 기존의 방법 그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카세리오‘브리사스 데 아방까이’에 사는 아이들은 강을 건너오

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활동은 일체 중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식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어린이 무료

급식소를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약 6개월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에 대한 두려움과 희생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모두가 언제 

이 병으로 고통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내 이웃이 갑

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

마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원 문턱이라도 가보지만 아마존 

강을 따라 살아가는 카세리오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코로나 바이러

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체 본의 아니게 공동체를 감염시

키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물론 카세리오‘브리사스 데 아방까이’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

니다. 몇 몇 가족들은 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았고 한 

할머니는 감기를 앓는 것 같다며 병을 앓은 지 이틀 만에 돌아가

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부칼파에 심한 열병(뎅게열병)

이 돌고 있습니다. 뎅게열병은 아마존 지역엔 늘 있는 병이지만 올

해는 유독 많은 사람들이 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이 없는 병이

기 때문에 오롯이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만 하는 아주 고통이 심한 

병입니다. 저와 동기 수녀님도 이 뎅게열병에 걸려 거의 2 달간 회

복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연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카

세리오‘브리사스 데아방까이’주민들과 아이들은 이 뎅게 열병

을 피할 수 없었고 거의 90%이상이 뎅게열병을 앓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말고도 뎅게열병까지 앓아가며 자

신들의 삶을 지켜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의 아마존 아이들에게 글

로벌 어린이 재단의 도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우리와 함

께 해 준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왜냐면 하루 벌어 하루 먹

고 사는 이들에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물가 폭등과 불안정한 

경제,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바로 굶주림을 의미했으니까

요. 그러나 글로벌 어린이 재단 가족들이 베푸는 배급의 날이면 이

러한 힘든 현실을 다 잊은 듯 카세리오 주민들과 아이들은 나룻터

에 나와 전달되는 식품을 함께 나르며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

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위해 함께 해 주신 글로벌 어린이 재단 가족 모

두를 위해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를 드립니다.

CORONA VIRUS 19 로 인하여 2일간 학교를 어린이들이 오고 그 

뒤로는 집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020년도 총 입학한 학생

수는 115명이었다. 보내주신 돈으로 저희들은 갑작스레 집에서 일

을 잃어버리고 어린자녀들과 있는 부모들에게 식량을 사서 나누

어 주었다.

배고픔에 어려워하는 학부모님들 그곳에는 어린이들이 함께 하고

6월 4일부터는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260명의 어린이와 주민들에 

점심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있다.

이곳 주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벌어린이재단에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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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사역지에 왔을 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려움에 처한 아이

니 도와 주어야지 하며 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립 중학교를 떨어진 압달라를 그 땐 그냥 불쌍해서 가방이라도 들

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립학교를 보내 공부 시켰습

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 고등학교는 보내야 되

지 않을까? 그냥 이 곳은 시골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큰 기대 없이… 사실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그것도 학교는 거

의 자전거로 1시간 걸려서 있는 먼 거리를 다녀서 공부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올바르게 자라거라!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탄

자니아에서 제일 좋은 다르살렘 대학 모두 탄자니아 5대 대학을 입

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런 일인지요!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

렸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아

이들을 보며 함께 기쁘고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면

서도 눈물이 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야 새삼 깨달아 집니다. 이 아이들이 제자이고 영적 자식임을!

주님은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앞으

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기에 소망으로 기쁨으로 소식을 드

립니다!

GCF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 

한 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교회로 모이는 동기를 부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한 GCF 의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The GCF funding was part of a larger grant of $5,460 that covered laboratory exams 
and testing, medications, and supplies for comprehensive nutritional treatment over six 
months for four cleft patients with severe cases of malnutrition.
As we have previously communicated to GCF, our partners increasingly report that 
cleft surgeries for very young patients are postponed because the children are not 
strong enough to undergo surgery. We have been funding a variety of nutritional 
programs as part of our
Comprehensive Cleft Care (CCC) initiative, which includes speech therapy, orthodontics 
and general dentistry services. CCC represents our effort to holistically treat the cleft 
child, and the services are designed to maximize the impact of cleft surgery. To date, 
we have provided nutritional program funding to more than 50 partner hospitals in 24 
countries.
We are most grateful for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South Asia 글_Smile Train William J. Horan

Tanzania 글_형남권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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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호프 파운데이션은 2020년에도 호치민에서 차로 약 4시반 

떨어진 껀터 시의 톳놋 군에서 그 지역의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곳은 특히 한국으로 시집을 간 베트남 자매들 중에서 결혼에 실

패하여 이곳으로 돌아온 귀환 여성들과 그들의 한국 국적의 자녀

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 농업이나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가난

한 사람들입니다. 2020년은 Covid-19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이 너

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없어서 모든 것이 정

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가, 특별한 이유나 원인

을 규명할 수 없는 재발이 생기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멈추고, 특

히 톳놋 지역의 방문이 통제 되었습니다.

그곳 인민위원회와 특별하게 일을 그동안 추진해온 것 때문에 특

별히 저희에게 2번의 방문 기회를 주어서 특별 사업을 할 수 있

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사업을 거의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은 곧 진정이 되어 전처럼 자주 이 지역을 방문

하여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GCF 의 도우심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의 큰 사랑을 경험하였고, 

귀한 선물을 정말 기쁘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사와 또한 보

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from Thailand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hope and pray that all of you are doing well in the midst of 
pandemic and crisis!
We are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and constant prayer 
especially this of season. 
I also pray that things will get better soon so that you are able 
to support the needs of children of this world.
Because of pandemic we are limited to do activities so just 

supported children’s daily lives.
Since COVID-19 is still effect in our lives and we are limited to 
do any activities outside at
this time. Jasper Kids were on their online classes in the 
beginning of school year but
starting in September they were able to go back to school 
again.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and prayers!

Vietnam 글_조준건선교사 

Thailand 글_황준기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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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사랑과 물질적 후원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모두 

다 너무나 잘 있으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COVID 19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질 못하고 

집에서 수업 받고 있으며 콤퓨터 ( Lap top 4개와 Desk top 하

나 구입) 배우느라 매일 매일 그나마 바쁘게 지냅니다.  

그룹 과외와 그나마 우린 수녀원에 선생님이신 인도 수녀

님이 한 분 오셔서 수업에 들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

교에서는 한.두명 빼고 전체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작년 말쯤에 온 아이 한사람 만 빼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의 신체적 건강

이 음식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들과 다름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낙후되고 격리된 우리 지역에서는 교통 버스나 커다란 빌

딩 같은 건물들을 보는 기회가 없어 자꾸 밖으로 나가 눈

으로 봐야 공부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방학때는 일일 

여행으로 수학여행 다녀 옵니다. 

매달 받는 후원금은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

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사야 55: 10)

Covid-19으로 인해 전지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향한 GCF회원님들의 사

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이 되어 전달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열악한 여건이지

만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주고 더불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셨

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뿌려

주신 사랑의 씨앗이 어린이들의 삶을 통해 싹

을 틔우고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

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님들께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

니다. 

글_김종용신부

글_우수덕수녀

Zambia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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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에 Global Children Foundation 에서 후원하는 태국의 Jasper 

Kids 를 방문했다. 

UN에 따르면 태국은 인신매매가 시작되는 곳이자, 거래되는 곳이

며 납치나 다른 방법으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자로 팔리거나, 섹스 산업에 이용된다고 한

다. 제일 큰 문제는 아동및 청소년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점

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의 50%는 태국에 살고 있지만 태

국 국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

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으며, 선거권도 당연히 없다고 한다. 시민

권이 없는 불안한 고산지대의 어린 아이들은 인신매매의 쉬운 표

적이 된다고 한다.

Thailand Chiang Mai 에서 두시간 떨어진 시골에 위치한 Jasper 

Kids Home 을 방문하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내려왔다는 산속을 먼

저 찾아 갔다.

비포장 산길을 1시간 정도 달려 들어가니 오래된 태국전통가옥들과 

새로 지어진 집 몇채가 눈에 들어 온다. 지상에서 약 1.5∼2m가량 

위로 올려 짓는 태국의 전통가옥은 추운 건기일지라도 난방을 해야 

할 정도로 춥지 않기 때문에 난방 시설은 없다. 많은 비가 와도 집

이 물에 잠기지 않고 벌레도 피할 수 있게 하려고 집을 땅바닥에서 

공중에 띄워 지어 놓았다.

최근에 새로 지어진 집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 Jasper 

Kids 1회 졸업생들이 부모들에게 지어준 집이라고 한다. 너무나 대

견한 아이들 …
2001년부터 산에서 살고 있는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 먹이고, 재우

고, 공부를 가르치신 황준기 선교사님이 키우신 아이들이다.

오늘은 특별히 Jasper Kids 1세대이고 대학 졸업후 카운슬러 자격

증을 가진 폰팁 (Pontip)의 오빠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온동네 사

람들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준다. 낯선 나를 반겨 주는 그

들의 선한 모습이 마음을 푸근하게 해준다.

산을 내려야 Jasper Kids Home 에 도착한다. 2005년부터는 집을 지

어살기 시작했다는 이곳에는 스태프 숙소, 여자아이들 숙소, 남자

아이들 숙소, 대강당, 식당, 도서관, 사무실이 있고 양계장, 농구장

은 한창 공사중이다.

새벽 5시반부터 아침기도를 하고 6시반 아침식사, 7시 학교가기 전

에 점심값을 타고 모두 버스에 오른다. 태국국민의 95% 이상이 불

교 신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불교 교육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모여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3시반에는 버스를 타고 아이들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학

교에 다녀와서는 각자 맡은 구역 청소를 하고 6시에는 저녁식사, 

오늘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아이들 주관으로 저녁예배를 드린다. 9

시에는 모두 숙소로 들어가고 10시에는 불을 끄고 잠에 든다. 40명

의 아이들과 4명의 스태프들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시간에 맞추어 

잘 움직인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이 왔을까? 황준기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처음 산에서 내려 왔던 아이들은 청소를 어떻게 하

는건지 아니 왜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것부터 가르쳐야 했다고 

한다. 씻지 않는 아이들을 씻게 만들고, 공부를 가르치고 거기에 믿

음까지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다행히 잘 큰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를 

더하여 전문직으로 일을 하기도 한다.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대

부분의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그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 오지 않

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을 졸업한 아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봉

사를 한다고 한다. 덕분에 어린 아이들이 선배들을 보고 자기도 열

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 한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할 일

인가.

내 등 뒤에서 가만히 나

를 안아보던 '언'은 엄마

가 먹고 살기위해 시집

을 가게 되면서 버려졌

다고 한다. 얼마나 엄마

가 그리웠으면 처음 보

는 나를 뒤에서 안아 보

았을까 …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면서도 항상 무언

가를 더 소유하려 욕심

을 부리고 불평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창피

해진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을 좀더 도울수 있을지 

…

 Thailand 후원지 방문기  글_오재노동부지역회장 

내 등 뒤에서 가만히 나를 안아보던 

                     '언' 이 자꾸 눈에 밟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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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GCF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이티의 고아원을 방문하던 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6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만 하는 법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사회로 내 몰려야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다. 전혀 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 새들이 둥지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고아원을 떠난 이들은 지낼 곳과 먹을 것이 없어 결국 몸을 

팔거나 갱단에 들어가는 일들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영적으로 잘 양육되었던 아이들이 결국 청소년기가 되어 사회로 내몰려 범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을 위해 오랜 기간 기도하시던 선교사님에 의해 새롭게 세워진 곳이 

바로“Love & Hope Youth Center”다. 고아원을 떠나 오고 갈 곳이 없는 10

대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 사회 적응을 위한 기술훈련과 영적훈련 과정을 통해 

직장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할 센터가 세워진 것이다.

“Love & Hope Language School”은 이 센터의 한 부분이다. 언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러가지 언어를 가르쳐 직장을 얻게 하고 그 곳에서 직장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곳이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에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French, Creole등 네가지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언어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계획이다.

우리 부부가 매년 3~4회 아이티를 방문하여 2~3주간 머물며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여년전부터 시작된 이 훈련으로 

두 명의 아이티 한국어 교사와 두 명의 영어 교사가 탄생되었다. 이들은 포토프린스 

인근지역에 흩어진 200여 명의 고아들에게 현지 언어인 크레올로 영어와 한글을 

가르치며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멈춰 진 

듯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쉬지 않고 매일 일주일에 6개의 고아원을 돌며 

언어교육과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 등 어린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중이다.

“Love & Hope Language School”은 단순히 언어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장차 아이티를 이끌 믿음의 자녀인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이 고아원을 방문하고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열악한 교육 환경뿐 아니라 분필 한 자루 종이 한 장이 귀한 이곳은 

갱들의 총소리와 싸움이 끊이지 않기에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있는 어린 교사들에겐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절실하다

장차 포토 프린스 지역 600여 명의 고아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

야할 길이 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한 걸음 씩 나아가고 있는 어린 교사들로 인해 고

아원의 어린 제자들은 장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감히 꿀 수 있게 되었다.

생선을 나눠만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그들 스스로가 설 수 있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 곳에서 우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

한다.

이 또한 GCF의 후원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이티 방문 때마다 

늘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미시간지부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Korean Instructor at Love & Hope Language School Haiti)

후원지 방문기Haiti 글_이은경미시간지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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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린이재단(이사장: 정경애)은  6월 27일 부터 서부시

간 오후 4시에 ZOOM화상으로 2020년도 정기 이사회를 주

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2019년도 결산보고와 2021년도 

예산, 사업 계획 및 후원기관들을 결정하였다.  

후원지로는 볼리비아, 캄보디아, 콩고, 도미니카공화국, 과

테말라, 아이티, 인디아, 케냐, 멕시코, 몽골, 미얀마, 네팔,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르완다,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타

일랜드, 미국, 베트남 등 36곳의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

는 어린 아이들과 난민 어린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

축과 농작물 재배 등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한 결식아동 구제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하

여 총 $206,000을 책정하였고 2021년 6월 이사회는 뉴저지 

지역에서 개최할 것으로 정해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서부지역 회장을 역임한 전영신(라스베

가스)이사가 2021-2022년도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98년 동부 지역에서 재미 교포 어머니 14여명으로 시작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한국

등에 23여개의 지부가 있으며, 7,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전

세계 불우 어린이를 돕는 자선 재단으로 성장하였다.  

2021년 정기총회는 ZOOM, 2022년 정기총회는 하와이지부

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년도 이사회 

                     •  일정  6월    •  장소 뉴저지 지역 

이사회소식 

Global Children Foundation
글로벌어린이재단 2020년 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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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정기총회 

글로벌 어린이 재단 (총회장: 염귀옥)
은 지난 10월 24일 제22차 정기총회 
VIRTUAL MEETING으로 2020년 전
체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 보고와 2021년도 예산, 사업 계획 
및 6월 이사회에서 결정 된 2021년 해외 불우 아동을 위한 후원지에 
보낼 후원금 예산($206,000) 보고가 있었다. 
펜데믹으로 함께 대면할 수 없었기에 VIRTUAL MEETING으로 진
행된 총회에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이신 유미호건의 축사가 있었으
며, 저희 재단의 평생회원이신 영화배우 김수미의 응원메세지, 그리
고 인디애나 폴리스 남성중창단의 축복송으로 더 풍성한 총회가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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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9일 

글로벌 어린이재단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 
연말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랜 시간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22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데 축하를 보냅니다. 미국 각지와 아시아 전역에서 모인 
6천여 명 이상의 한국의 어머님들께서 대의을 위하여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와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고 이 사명을 계속해 오신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미국 역사상 첫 한인 퍼스트레이디로서 저도 큰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세 딸의 엄마이자 넷 손주의 할머니로서 여러분께 큰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다른 많은 분들도 감명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일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미 호건
퍼스트레이디 
메릴랜드 

2020년 11월 9일 

글로벌 어린이재단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 
연말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랜 시간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22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데 축하를 보냅니다. 미국 각지와 아시아 전역에서 모인 
6천여 명 이상의 한국의 어머님들께서 대의을 위하여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와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고 이 사명을 계속해 오신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미국 역사상 첫 한인 퍼스트레이디로서 저도 큰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세 딸의 엄마이자 넷 손주의 할머니로서 여러분께 큰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다른 많은 분들도 감명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일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미 호건
퍼스트레이디 
메릴랜드 

First Lady Maryland_유미 호건

총회 축사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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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_김수미

Message   총회 메세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영화배우 김수미입니다.

하와이지부 강주리 회장님을 통해서 글로벌 어린이재단

에 아주 작지만 같이 동참하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외식을 줄여도 정말 밥을 굶고 추위

에 떠는 아이들에게 옷과 밥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동참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무슨 좋은 일을 좀 할까 해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글로벌어린이재단이 있다는 것도 한 2년 전에 알았

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제 공연도 보신 분들

도 계시고 또 하와이에서 또 한 번 코로나가 풀리면 오신다

고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하

와이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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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부 글_김에스더회장   

저희 뉴욕지부는 2020년도에 모아진 $16,000 후원금 가운데 본부에 불우아동 돕기에 $7,000을 지원하며, 

현재 가난과 우기에 싸우고 있는 캄보디아 지역의 어린이 먹걸이에 $5,000을 보냈고, 

또한 뉴욕지역 지부 결핍 불우아동 먹걸이 후원에 $3,000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워싱턴DC지부

뉴저지지부 글_박수잔회장   

버지니아지부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 소식은 뉴저지 지부 회원님들의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상황속에서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COVID-19 사랑의 펀드"에서는  $7,000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뉴저지 지부는 지금처럼 한결같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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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치도 못했던 코비드 팬데믹으로 특별히 모금 사업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으기에 힘썼습니다. 이에 4월25일, 볼티모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피자와 마스크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회원님들께서  

도네이션을 보내 주셨고, 지난 10월6일에는 전 회원 걷기대회를 통한 기금모금이 있었습니다. 

10월 17일엔 그라지세일로 기금 모금 행사를 했고, 11월에 밀알장애우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워싱턴DC지부 글_김재인회장   

버지니아지부 글_이순성회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돕는 우리 어머니들의 작은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불꽃을 피우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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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지부 글_김유자회장   

미시간지부 글_이은경회장   

시카고지부는 pandemic 으로 인한  Lockdown으로 금년 3월 정기회의를 마지막으로 

계획하였던 4월 회원의날 행사와 6월 골프대회가 cancel 된 후 카톡방을 통해 회원간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모금행사를 할지 의견이 오가던 중 본부에서 보내주신 마스크 보내기 운동 제의에 힘을 얻어 

전화로 카톡으로 회원들이 함께 하여 모금한 결과 $7,650 plus $800 상당의 물품(마스크와 손 소독제)을 후원받아 

Local 4곳에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였고 본부에도 보내드렸습니다.

미시간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골프 아우팅과 자선디너를 대신하여 회원님들로부터 도네이션 받은 후원금으로 

이동농민 어린이들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비용과 아이티 빈민촌 어린이들의 언어교육 비용 및 위생용품 구입 등을 위해 

직접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엔 디트로이트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한 연말선물을 구입하여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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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지부 글_나영심회장   

오클라호마지부 글_배정순회장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행사와 활동은 없었습니다.원래 계획은 인디애나에서 올해 총회가 있어서 

저희 지부에서 모든 일정과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취소되었고 저희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하며 3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비와 기부금 평생회비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귀히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유타지부 글_박경희회장 (발족예정)  

유타 지부는 COVID로 인하여 발족식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회원이 14명이며 내년 봄까지 노력을 해서 멤버십을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food pantry 박스를 가져와서 데코레이트 하면 

거기서 그 박스를 어려운 가정에 음식을 배달하는데 

사용합니다.  언젠가 모두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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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지부 글_연지연회장   

샌디에고지부 글_이은화회장   

저희는 7월 29일 잠비아 켄테이너 project 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6,000장, 선그라스, 신발, 모자, 옷, 책, 이불 등 

물품을 컨테이너에 넘치고 넘치게 채워 잠비아에 dona-

tion 했습니다. 

10/14/2020  새 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GCF 

에 들어와서 지켜야 할 지침서, 정관 그리고 지난 해에 

발행됐던 책자 배부와 GCF 뺏지를 달아주며 비록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었지만 서로 각자가 친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부회원들이 단합과 새로운 회원영입을 목표로 시작하여 목표 10명의 가입을 달성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레몬청 만들기를 시작으로 꽃꽃이 강습도 하고 후원해 주시는 지역 지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가정이 많은 로사팍 국민학교 헨즈엔헨즈 장애어린이 그룹 멕시코에 어려운 그룹을 선정하여 돕고 있습니다.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이 모금을 하여 필요한 마스크, 새니타이저 등등으로 후원을 하고 조심스럽게 모임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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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지부 글_안현숙회장   

라스베가스지부 글_이윤희회장   

외부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7월에

는 회원 몇분이 모여 마스크를 만들어‘굿씨드 

장애아동’ 과‘SF 비영리 저소득층 어린이집’ 에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11,600을 모금

하여 8월에 후원금 $8,000을 본부로 보낼 수 있

었습니다. Help One Child 에 불우아동을 위해 

gift cards 를 기부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만보걷기, 음악회가 캔슬되어 우선회원들에게 편지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우편메일이 나가서

 $4,000에 가깝게 모았고, GCF를 PR하는 신문광고와 함께 그동안 지원해 주셨던 사업체와 개인이름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도 후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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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지부 글_윤영재회장   

하와이지부 글_강주리 회장   

Covid-19으로 인하여 2020년 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8월24일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이 학교인 New Hope School에 회원분들이 함께 정성껏 준비한 마스크와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10월 23일에는 지부 월례회겸 OC지부 새회장을 선출하여 내년 2021년을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도 총회준비를 위한 모금을 준비하고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펜데믹으로 할 수가 없었고 

특히 하와이는 지역상 더 많은 제재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지부에서 모금을 모아 생명수를 도네이션 하였습니다. 

펜데믹이 끝나고 활동이 자유로와져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더 많은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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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지부 글_이경실회장   

일본지부 글_하귀명 회장   

코로나 19로 인해 꼼짝도 못했네요. 2020년도는 방안에 콕 박혀 있어야 했어요. 8월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 되어서 

저녁에는 바깥에도 음식점 할것없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2021년도에는 바자회를 열어서 수익금을 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차고 또한 더욱 많은 분들이 

고아 아동들을 위해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5월에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한국학교에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6월 모임에서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본부로 보냈습니다. 7.8.9월에는 홍보와 회원간의 유대관계를 위하여 모임을 계속 가졌으며, 11월16일에는 일본지부 

제2회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일본지부의 많은 회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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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전영신

DC 김재인  

동부
지역

중부
지역

서부
지역

아시아
지역

VA 장혜선   NY 안혜숙  지역회장 오재노   NJ 박수잔     

IN 김미선  OK 배정순CHIC 유귀정     MI 이은경  지역회장 김유자   

SD 이은화   LV 이윤희     SF 안현숙  OC 최옥환 HI 강주리 UT 박경희LA 연지연  지역회장 유승기   

홍콩 이경실     일본 하귀명  지역회장 천경옥   

역대 총회장단

1대 방숙자   5,6대 정경애   2대 손목자   3대 송인숙   4대 심정열   7대 조은옥   8대 성숙영   9대 이서희   10대 염귀옥

2021년도 회장단

본부

covid-19 으로 우리 모두 한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금행사가 캔슬 되고 우리의 활동이 제한되어 오지에서 봉사 하시는 분들께 보내는 후원금도 줄여야 했습니다.  
볼리비아 오지에 학교를 세우고 그지역의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잊고 교육을 받을수 있게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자랄 수 있게 아이들을 돌보시는 봉사자에게서 제발 후원금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끊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 하는 
동영상이 왔습니다. 작은 불씨는 살릴 수 있어도 죽은 불씨를 살리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애타게 기
다리는 목소리 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어려운 때 지부,지역을 맡으신 회장님들과 끊임 없이 지구촌의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 하
시는 GCF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 모두 단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
출 하고 용기와 참을성을 갖고 virtual fundraising등 새로운 것을 시도 해 보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힘
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 화이팅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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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20 
2019 -Sent Donation Receipts/ Headquarters
2019- Dispatch Newsletters/ Headquarters
2020 - Wire transfer of 1st donation/ Headquarters
Organic lemon and blackberry curd fundraiser/ San Deigo
Donation to an elementary school in need with the funds raised   
 from lemon curd/ San Deigo
Visit of place in support in Thailand/ Virginia
Presidential Inauguration SD, SF, LV, LA, NJ
Feb-20
Tea Ceremony Fundraiser/ New Jersey
Serving lunch at a Saturday school for disabled/ San Deigo
Mar-20
Volunteer activity at Three Square/ Las Vegas
Donation of school supplies at Rosa Park Elementary School
 / San Deigo
Apr-20
Delivery of masks and pizza to low income area in Baltimore
 / Washington DC
Zoom meeting for chapter presidents/ Headquarters
Jun-20
Fundraiser meeting after COVID restrictions lifting/ Japan
Zoom meeting for chapter presidents/ Headquarters
Zoom meeting of San Francisco chapter/ San Francisco
Article of GCF in book of 70 year history of Korean Association in     
 Hong Kong/ Hong Kong
Gathering of clothes and masks for migrant farmer families in  
 Michigan/ Michigan
Start of COVID 19 fundraiser through Zoom / New Jersey
Webex meeting for New York chapter/ New York
Zoom meeting of San Francisco chapter/ San Francisco
Jul-20
2020 - Wire transfer of 2nd donations/ Headquarters
Member meeting face to face Hong Kong chapter/ Hong Kong
Monthly meeting face to face (first time in 4 months) Japan chapter
 / Japan
Sent donated goods to Zambia LA chapter/ Los Angeles
Donated 350 masks to disabled children in Goodseed
 / San Francisco
Donated 1318 masks to Special Olympics San Francisco chapter
 / San Francisco
Aug-20
Donated 200 handmade masks to low income children center  
 facessf/ San Francisco
Donated masks and school supplies to an elementary school in  
 Cambodia/ Orange County
Fundraiser through Zoom New York chapter/ New York

Donated 1200 masks and hand sanitizer, ramen, and clothes to  
 Rosa Park Elementary School/ San Deigo
Sep-20
Meeting to prepare for golf fundraiser/ Japan
Officer meeting LA chapter/ Los Angeles
Golf Meeting for new members/ San Deigo
Zoom meeting for chapter presidents/ Headquarters
Planning 2nd half of the year events - officers meeting Washing DC  
 chapter/ Washington DC
First face to face meeting after COVID 19 Indiana chapter/ Indiana
Voting of 2021 president via Zoom Virginia chapter/ Virginia
Fundraiser for children via Zoom Michigan chapter/ Michigan
Oct-20
Fundraiser by advertising in local media Las Vegas chapter
 / Las Vegas
Donation of 600 masks and hand sanitizers to children in church in  
 Mexico/ San Deigo
5K event for fundraiser for children Washington DC chapter
 / Washington DC
Voting of 2021 president in face to face meeting - Indiana chapter
 / Indiana
Meeting to prepare for golf fundraiser Japan chapter/ Japan
LA chapter New Member Orientation/ Los Angeles
Garage Sale to help children in need Washington DC chapter
 / Washington DC
Officer meeting New Jersey chapter/ New Jersey
Donation to Marklund/ CHIC
Donated to a shelter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CHIC
Donation to River city/ CHIC
Donation to New Life Center/ CHIC
Voting of 2021 President Orange County chapter/ Orange County
Zoom Virtual Meeting - 22nd Global annual meeting/ Headquarters
Nov-20
Donation to food and funds to disabled children - American Wheat  
 Mission/ Washington DC
Donation of Target Gift Card to Help One Child/ San Francisco
2nd Golf Fundraiser / Japan
Recruiting of new members through golf event/ San Deigo
Member get together New Jersey chapter/ New Jersey
5K event LA chapter/ Los Angeles
Kimchi fundraiser/ New Jersey
Donation to Milahl/ Washington DC
Dec-20
Golf Tournament for fundraising for children in need/ San Deigo
Mailed year end greeting letters/ Headquarters
Mailed 2020 winter Newsletter/ Headquarters

2020 경과보고 

  

명예이사장 방숙자(NJ)

이사장 정경애(CA)

부이사장 성숙영(IL)/ 조안젤린(NJ)

 

이사 강원영(NY) 김경순(VA) 김숙자(MD) 김영숙(NY) 김용임(CA) 백혜원(MD)

 손목자(MD) 송인숙(NJ) 염귀옥(IN) 유웬디(CA) 이명희(HK) 이서희(MI)

 조은옥(VA) 최영숙(JP) 최평란(VA)

후원이사 강효숙(MD) 김융남(MD) 서민숙(IL) 이경애(MD) 임천빈(CA) 현원영(CA)

고문 손영환(MD) 송철섭(NJ) 정좌희(CA)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명단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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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보고 
Jan-20 
 $1,500 Provided clothes and food to local children-Dominican (HQ)
 $1,500  Provided school supplies and food to children in poverty 
  -Honduras (HQ)
 $7,500  Peration of education for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Indonesia (HQ)
 $7,500  Provided health exams and health education to children
  -Peru (HQ)
 $6,000  Working with preschool children and after school child  
  care-Mexico (HQ)
 $1,620  Provided necessary nutrition and clothing and other daily   
  necessities-Zambia (HQ)
 $5,000  Provided education for orphaned children and children of   
  families who cannot afford to send them to school-India (HQ)
 $1,800  Provided scholarships and food supplements to children in   
  need-Cambodia (HQ)
 $1,000  Provided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o children in 
  poverty and orphaned children-Nepal (HQ)
 $7,500  Provided piglets for self sustainability and constructed   
  community kitchen-Nicaragua (HQ)
 $1,050  Summer camp - work of salvation, scholarships, and   
  education-Kyrgyzstan (HQ)
 $5,040  Provided food for children in the "village of trash"-Kenya (HQ) 
 $6,000  Took care of children who have been left behind by parents   
  who have been born with AIDS due to their parents with AIDS
  -Zambia (HQ)
 $6,000  Provided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food to children in   
  need by erecting a school-Bolivia (HQ)
 $7,500  Provided education opportunities with free lunches-Vietnam (HQ)
 $3,700  Orphanage/bread factory/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Bible time-Haiti (HQ)
 $7,500  Medical Missions/Free lunch for children-Guatemala (HQ)
 $2,500  Supported children of families with leprosy and children who are  
  left alone during the day by their parents-Bangladesh (HQ)
 $7,500  Provided free lunch to children in need and education missions
  -Haiti (HQ)
 $5,000  Adoption work/mission of taking care of children of parents with  
  leprosy-Cambodia (HQ)
 $7,500  Cleft Lip and Palate  surgery /Feeding system , Cleft Lip and   
  Palate surgery, feeding systems before surgeries    
  -South Asia(HQ)
 $2,500  Pig keeping for helping children in need-Guatemala (HQ)
 $2,000  Work of feeding and educating children in need-Pakistan (HQ)
 $5,500  Provided scholarships and school uniforms to children in need/ 
  operation of a free daycare/provided free corn -Tanzania (HQ)
 $7,500  Provided food to children in need-Cambodia (HQ)
 $7,500  Preschool mission and feeding children in need-Peru (HQ)
 $7,500  Work of education and provided water supply-Kenya (HQ)
 $2,500  Short term mission, a way for children to escape their   
  circumstances in poverty-Mexico (HQ)
 $4,000  Education of children/providing school supplies and food
  -Burkina Faso (HQ)
 $2,500  Children education and providing free lunch-India (HQ)
 $6,000  Education and free lunch to orphaned children-Thailand (HQ)
 $7,500  Children education and providing free lunch-Mexico (HQ)
 $6,900  Provided free lunch/health education/helping young   
  children to practice better hygeine keeping-Mauritania (HQ)
Jul-20
 $1,500 Supported children of migrant farmers-USA (MI)
 $750 Provided clothes and food to local children-Dominican (HQ)
 $750 Provided school supplies and food to children in poverty 
  -Honduras (HQ)
$3,750  Operation of education for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Indonesia (HQ)
$3,750  Provided health exams and health education to children
  -Peru (HQ)
$3,000  Working with preschool children and after school    

  childcare-Mexico (HQ)
 $810  Provided necessary nutrition and clothing and other   
  daily necessitie-Zambia (HQ)
$2,500  Provided education for orphaned children and children of   
  families who cannot afford to send them to school-India (HQ)
 $900 Provided scholarships and food supplements to children   
  in need-Cambodia (HQ)
 $500  Provided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o children in poverty   
  and orphaned children-Nepal (HQ)
 $3,750 Provided piglets for self sustainability and constructed   
  community kitchen-Nicaragua (HQ)
 $525 Summer camp - work of salvation, scholarships, and   
  education-Kyrgyzstan (HQ)
 $2,520 Provided free lunch to children in "village of trash" and   
  provided free milk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Kenya (HQ)
 $3,000  Took care of children who have been left behind by parents   
  who have been born with AIDS due to their parents with AIDS
  -Zambia (HQ)
 $3,000 Provided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food to children in   
  need by erecting a school-Bolivia (HQ)
 $3,750 Provided education opportunities with free lunches-Vietnam (HQ)
 $1,850 Orphanage/bread factory/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Bible time-Haiti (HQ)
 $3,750  Medication mission/free lunches to children, education   
  of residing pastor-Guatemala (HQ)
 $1,250  Supported children of families with leprosy and children who are  
  left alone during the day by their parents-Bangladesh(HQ)
 $3,750 Provided free lunch to children in need and education missions
  -Haiti(HQ)
 $2,500 Adoption work/mission of taking care of children of parents with  
  leprosy-Cambodia(HQ)
 $3,750 Cleft Lip and Palate  surgery /Feeding system, Cleft Lip and   
  Palate surgery, feeding systems before surgeries-South Asia (HQ)
 $1,250 Pig keeping for helping children in need-Guatemala (HQ) 
 $1,000  Work of feeding and educating children in need-Pakistan (HQ)
 $2,750 Provided scholarships and school uniforms to children in need/ 
  operation of a free daycare/provided free corn-Tanzania (HQ)   
 $3,750 Provided food to children in need-Cambodia (HQ)
 $3,750 Preschool mission and feeding children in need-Peru (HQ)
 $3,750  Work of education and provided water supply-Kenya (HQ)
 $1,250  Short term mission, a way for children to escape their   
  circumstances in poverty-Mexico (HQ)
 $2,000 Education of children/providing school supplies and food 
  -Burkina Faso (HQ)
 $1,250 Children education and providing free lunch-India (HQ)
 $3,000 Education and free lunch to orphaned children-Thailand (HQ)
 $3,750 Children education and providing free lunch-Mexico (HQ)
 $3,450 Provided free lunch/health education/helping young children to  
  practice better hygeine keeping-Mauritania (HQ)
Oct-20
 $1,000  Donation to Marklund-USA (CHIC)
 $500 Donation to Wing's program-USA (CHIC)
 $500 Donation to River City-USA (CHIC)
 $500 Donation to New Life Center-USA (CHIC)  
Nov-20
 $4,000 Donation to Help One Child-USA (SF)
 $1,000 Sent donations to Milahl-USA (DC)
 $1,000 Children’s Bureau-USA (IN)
 $500 Support of children in need in Detroit-USA (MI)
 $5,000 Donation to Love & Hope Language school-Haiti (MI)
 $2,500 Rosa park elementary school-USA (SD)
 $5,000  Donation to Cambodia(Provided food to children in need) (NY)
Dec-20
  $1,000 Hands &hands-USA (SD)
 $500 Downtown Shelter-USA (SD)
     2020년     $267,665.00
     Total  $4,796,209.21



60 Wildwing Ct.
Las Vegas,  NV 8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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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upport Requested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1998 in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in Asia. The economic crisis has had a devastating effect on the children of South 

Korea, especially those in the countryside.
 

A group of Korean-American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had quickly responded to 

establish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raising $20,000 in its first fund raising effort 

to help feed starving Korean children due to economic crisis. Since its initial effort,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has raised and distributed more than 4.8 million dollars to 

needy children all over the world during the past years. 
 

With the momentum of the first effort,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has expanded 

the scope of its mission to other needy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Bolivia, Burkina 

Faso, Cambodia, Canada, C.African Republic, Chad, China, Congo, Dominican Republic, 

East Timor, Ecuador, El Salvador, Ethiopia, Guatemala, Haiti, Honduras, HongKong, 

India, Indonesia, Japan, Jordon, Kenya, S.Korea, Kyrgyzstan, Lebanon, Malawi, 

Malaysia, Mauritania, Mexico, Mongol, Mozambique, Nepal, Nicaragua, NK, Pakistan, 

Peru, Rewanda, S.Africa, S.Asia, Sri Lanka, Sudan, Tanzania, Thailand, Turkey, 

Uganda, Ukraine, USA, Vietnam, Zambia. It has also increased its membership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extended to overseas. The Foundation now represents an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women dedicated to the needs of less fortunate children 

in the world. 
 

Currently, the Foundation has a total of 23 branches in the world: United States, 

Canada, Asia (Korea, Japan and Hong Kong). Thanks to the efforts of 6,000 members 

who volunteer their time and efforts for the fundraising events and advocating endeavors 

on behalf of the Foundation. All the membership fees are directly used for the needy 

children we serve.
 

Our primary visions are to eliminate starving children and to provide for the well-

being of less fortunate children in the world. We are sincerely asking you to join us in 

our effort as a Sponsor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Your contribution is vital 

to these needy children in the world. The annual membership due is $120 and the life 

membership due is $1,000. We also welcome any type of contribution, planned giving 

and company grant. Your contributions are 100% tax deductible. We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of our visions.

Global Childre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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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글로벌어린이재단)에 후원 회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1998년, 한국의 금융 위기로 생긴 많은 실업자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 몇몇 미주 한인 어머니들이 모여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먹이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여 2만 달러를 만들어 한국으로 보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현재까지 약 480만 달러를 모금하여 한국뿐 아니라 방글라데

시, 볼리비아, 부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콩고, 도미

니카공화국, 동티모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홍

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케냐,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

시아, 모리타니아, 멕시코, 몽고, 모잠비크, 네팔, 니카라과, 북한, 파키스탄, 페루, 르완다,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태국,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잠비

아 아동들을 도왔습니다.

그 동안 회원 수가 6,000여명으로 육박하였고 전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 20개지부, 아시아 

지역에 일본, 한국 그리고 홍콩지부를 포함하여 총23개 지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

사자들로 일하고 있는 Global Children Foundation의 일반회비는 매월 10달러, 연120달러이

고 평생회비는 1,000 달러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보

내지는 회비는 전액 구제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

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굶주리는 아이 없는 세상을 향한 꿈을 향해, 또 불우한 아이들

의 구제와 복지, 교육과 선도를 위해 노력해 왔고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

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후원금은 결코 헛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

속 드립니다. 오직 지구촌 한 구석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끼니와 함께 여러

분의 사랑이 전달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글로벌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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