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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ISSION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strives to help eliminate child hunger across the world.
Millions of children are facing poverty and hunger from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isasters.
Our mission is to help feed and educate underprivileged children around the world
and bring them hope for their future.

재단의 목적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 생긴
세계 각처에 있는 불우한 어린이들의 급식, 교육 및 선도를 통해 희망을 심어준다.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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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린이재단

Global Children Foundation

What we are doing...
$5,000,000 Grants Made
since 1998
550,000 Underprivileged Children Impacted
50 Countries Across the World
TOGETHER, WE ARE WORKING TO END CHILD HUNGER
Our Impact in 2021

이사장 인사말

Message
이사장 정경애

Karen Chung, Chairperson

6년간의 이사장직을 마치며….
지난 한해도 Covid-19로 인해
많이 어려우신 중에도 인내 하시
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 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기를 소망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의 이사장직을 마치며 새해 부터는 재
단의 상임 고문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드바이저 역할을 성실히
하고자 합니다. 차기 이사장직을 맡으신 성숙영 부이
사장님은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서 재단 이사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 입니다.
그동안 이사장직을 잘 감당 하도록 옆에서 함께 해 주
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2년을
되돌아 볼때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언제 그 많은 시
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
샌프란시스코에 지부가 생긴다고 하여 우연히 참석 했
다가 생각지 않게 지부장을 맡게 되면서 저는 사회 봉
사를 GCF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시
작한 봉사는 그 후 사무총장, 총회장을 거쳐 이사장직
을 맡게 되었는데, 제 인생의 1/3을 GCF에서 보내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과
교제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해 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CPA로서 가진 꿈은 재단의 봉사일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후회 대신에 이곳에 인도하
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자기
일만 하고 살면 인생을 되돌아 볼때 남는것이 없지만,
남을 돕고 자기를 희생 할때 사람은 더 행복하고 보람
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해,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온 정성과 헌신을 다
해 재단을 이끌어 가신 전영신 총회장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기금 모금에 온 전력을 다 하시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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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들과 뒤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는 이사님들과 회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도 변함없이
22곳에 $256,000을 후원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 하고,
우리 어머니들의 따뜻한 사랑이 세계 각처에 전달된다
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본 재단의 설립자이신 방숙자 명예 이사장님께서 지난
해 2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명예 이사장님은 1998
년 한국의 IMF시절, 밥굶는 한국 아이들에게 밥을 먹
여야 한다고 GCF를 창설 하시었고, 돌아가실때 까지
온 정성과 힘을 다해 본 재단을 섬겨 오셨습니다. 명예
이사장님은 생전에 회원들에게 봉사자의 자세와 리더
십의 본을 보여 주셨고, 기관의 생명은 재정의 투명성
임을 늘 강조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분의 뜻을
늘 기억하며 미 전국 52개 주에 GCF지부를 발족할 날
을 기대하며, 더 많은 세계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명예 이사장님 한분의 평범
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발전하여 미국내 대 도시
와 해외에 약 8,000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세계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지부 회장님들의 세대 교체도 각 지부에서 서서
히 이루어 짐을 보면서 GCF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1세대가 지난 20
여년동안 자선 단체로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기초위에 더 좋은 아이디어, 열
정과 사랑, 그리고 정직을 바탕으로 봉사해 주리라 믿
습니다. 그리고 본 재단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한사람의 후원이 아닌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금과
격려와 사랑으로 운영이 되어 왔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새해에는 하루 속히 코
로나가 종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
리 마음에 더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
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 인사말

Message

총회장 전영신

Young S Chon, President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2021년 또한 Covid-19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님들의 노고와 후원자 여러분들의 아
낌없는 후원으로 서른(30) 곳의 열악한 환경에서 결식 아동들을 돌보
는 선교사님들께 후원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지에서 봉사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허기진 아이들의 배
고픔을 채워주고 희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후원금을 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때 후원금을 보내 줬다고 고마워 하시면서 사역지에서도
Lock-down으로 모일 수가 없을 때는 식자료를 나누어 주며 한 끼라
도 아이들을 먹이려고 수고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후원지에서 온 소식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GCF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친 수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들 보셨지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서 저희 volunteer들은 충전되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SNS를 통해 쉬지 않고 모금을
계속하셨습니다.
•일반회원을 평생회원으로 전환,
•Pamphlet, Brochure를 만들어 digital로 후원금을 요청
•새회원 영입
•natural-soap 만들기, 포장, 배달
•virtual 음악회
•장보기, 외식 등이 어려운 때 반찬세일
힘든 환경에서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많은 회비와 후원금을 모
아 주신 회원님들과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영국 시인이자 기자였던 키플링은 “하느님이 동시에 모든곳에 가실
수가 없어 이세상에 엄마들을 보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GCF는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모성애를 바탕
으로 한 엄마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모임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에 고
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공동 목표를 위해 단합해
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맞고 저쪽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단합해서 GCF를 위
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에
게서 배우고, 서로 나누면서 단합해야 합니다.
GCF의 발전을 위해 이 세 가지 MOTTO를 꼭 가슴에 새기고 함께 손
잡고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Help each other•Learn from each other•Share

2021 was another
difficult year for us
to fundraise due to
Covid-19.
However,
thanks to hard work of
our members and the
generous support of the
donors, we were able
to provide GCF grants
to 30 missionaries who
are taking care of hungry kids around the world.
Global Children Foundation is bringing hope to
children in need by providing grants to missionaries
who are serving to feed and educate these
underprivileged children across the world.
All the grant recipients were grateful and they were
working hard to feed children by distributing food
packages even during the lock-down.
Please read messages from each country that GCF
has reached out to help and look at the happy faces
of children with food. These innocent smiles and
happy faces are our source of inspiration to work
continuously to fundraise for these children.
Rudyard Kipling, an English poet and journalist, once
said "God could not be everywhere, therefore he
made mothers"
GCF was established with a mission to end child
hunger based on mother’s compassion and love for
these children. To be able to achieve our common
goal and to grow stronger as an organization, we
must work with unity and love for each other. None
of us are perfect or an expert in all things, therefore
we must unite, help each o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Let’s remember these three mottos and unite:
- Help each other
- Learn from each other
- Share with one another
Thank you very much and Happy New Year !

여러분 감사 합니다. Happy New Year !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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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s from Grant Recipients

Bolivia
Cambodia
Congo
Guatemala
Haiti
India
Kenya
Mongolia
Mexico
Nepal
Nicaragua
Peru
Philippines
South Africa
Tanzania
Thailand
USA Navajo
Vietnam

Bolivia

글_최용석신부

Bolivia

글_사)코인트리

5세이하 아이들 중 절반 정도가 성장미달로 나와 면역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원금으로 200명정도
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병원에서 이유식과 영양제
구입과 배분, 교육 등을 도와주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후원금을 후원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
다. 감사합니다. 본당 수녀님들이 국제프란치스 운영경험이 있
으신만큼, 내년에는 수녀님들과 함께 정말 더 많은 아이들에
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e were informed that half of our kids under 5 years old
were suffering from growth underdevelopment, which could
cause immunity issues. With your contributions, 200 of the
kids were helped. The local hospital aided us by providing
some baby food and dietary supplements.
I heard that there will be more contributions for next year
as well. We will try our best to provide hot meals to more
children, along with the experienced main Catholic Church
nuns. Thank you for our support!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뽀꼬뽀꼬는 식수 시스템 부족, 위생상태 취약, 공공의료서비스
등의 부족으로 특히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역 보건
소의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기간 동안 총 48명의 양
성사례와 1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
나19 상황은 통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70% 이상의 예방접
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기부 덕분에 아이들은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
체와 두뇌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상태는 아
이들이 학업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다
양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에는 눈에 띄는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평균 몸무게 +0.3kg, 신장 +0.6cm의 성장에
그쳤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평균 몸무게 +2.9kg, 신장
+2.7cm의 성장이 있었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급식이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과 학교 출석률에
큰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아이들의 변화에 사)코인트리 임직원들의 마음
은 행복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 지원과 응원을 아낌없이 전해 주신 "글로벌 어린이
재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COVID-19 impacted people all around the world. Currently,
over 70% of people around the city have been vaccinated
despite the difficulties that came with the lack of drinkable
water, public healthcare centers, and overall hygiene. With
your contributions, we are able to provide nutrient-rich meals
that help strengthen both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children. I am excited to share that these children’s
growth has in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all thanks to
your contributions. I am sincerely grateful for your support.
Thank you.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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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ivia

글_김영모선교사

Cambodia

글_이기원선교사

펜데믹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고 가정마다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정폭력과 가정내 성폭력
이 난무해졌습니다. 이렇듯 가정내에 불화가 커지면서 남편
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극
단적인 상황으로 한 순간에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들을 바
라보면서 큰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러나 이 아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주
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음에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Corona로 사망하는 아이들
보다 굶어 사망하고, 폭력을 당해 사망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
아졌습니다.
GCF 회원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40가정 150명의 아이들에
게 전달되는 기초 생계 필수품 전달을 할 수 있음이 감사요
기쁨 입니다. 이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 가운
데에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고, 매주 주일에 웃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
리의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GCF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Due to COVID-19, a lot of people lost their employment
and as a result, supporting their families because difficult.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suicide, and homicide
rat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throughout the pandemic.
It was unfortunate to see children being left behind by their
families, but with your contributions, we were able to donate
basic daily necessities to 40 families and 150 children. We
are very grateful to be able to share God’s love and blessings
through Sunday prayer and worship. We greatly appreciate
GCF for your support and care!

1) ‘0.5불의 기적’하루 40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배식
비, $0.5 x 400명 = $200(운영비 포함)
2)‘0.2불의 기적’하루 수백명 노숙자, 앵벌이, 마약중독자에
게 빵과 식수를 지급
3) 하루 350명에서 최대 500여명 어린이 대상으로 하루 한끼
점심을 제공
후원금 사용을 통한 효과 COVID-19(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생명연장 효과
1) COVID-19(코로나19)로 캄보디아 정부는 말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식량부족으로 모든 재정을 쌀과 라면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배고픔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귀
한 비상식량지원 사업입니다.

We contributed $200 to 400 different kids for basic food
necessities. We also provided lunches for 350-500 children.
In addition, some baked goods and drinking water were
distributed to drug addicts and the homeless. The Cambodian
government neglected these poverty-stricken areas due to
COVID-19. As a result, helping alleviate some of their hunger
was one of our strongest motivations for this mission. Thank
you for you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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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o

글_백광순선교사

4살, 5살 혹은 7상 이상되는 아이가 더 어린 동생을 들쳐 업고
한끼라도 먹어보자 교회로 향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아이를 안
고 쓰다듬으며 무료급식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평소에는
쉽게 먹지 못하는 고기 혹은 생선과 음식을 받아 들고는 자신
도 빨리 먹고 싶을 텐데 동생 먼저 먹이고 기다렸다 남은 것
을 먹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가족계획 혹은 자녀계획이란 없습니다. 너무 많
은 자녀를 낳다 보니 빈곤함 속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방치되는 일이 일상입니다. 그럼 그 몫은 오로지 한 두 살
더 먹은 형, 누나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최소 100명에서 150명, 최대 400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왔으며
무료급식을 통해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
는 것은 집에 싸갈 수 있게 해서 그의 가족까지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료급식을 통해 단백질식 제공으로 영양 보충 및 아동발달
에 도움을 줌.

In Africa, most of the families have so many children to bring
up because they do not know about family planning.
4,5, or 7year old kids bring their siblings even younger than
them on their back to the church for free meals.
Their tiny hands holding their baby brothers and sisters and
anxiously waiting for free meal time .
Regardless their hunger pain, amazingly they all try to
feed their younger siblings first, and then feed themselves
leftovers.

Guatemala

글_전청수선교사

약 20여년 전 갈릴레아 선교 공동체를 과테말라에서도 가장
오지인 Chisec에 설립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들의 주식
인 옥수수 만큼은 모든 주민들이 풍성하게 먹고 살아간다고 생
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보이는 것은 옥수수 밭 뿐이였으니까요.
그러나 covid-19 사태로 많은 극빈자가 늘고 아이들이 배고픔
에 고통받는 상태가 되어 우리공동체는 옥수수를 대량생산하
고 여러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하여 최고 년간 약110톤(24만lb)
의 옥수수를 나눈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르띠아를 먹여야 합니다.

It has been 20 years since we established the Galileea Mission
Association in the most remote area in Guatemala. From the
beginning we were sure that corn was the main
food of their everyday lives and we noticed that everywhere
we looked was all corn fields.
Therefore our goal was to grow enough corn to help the ones
that have a hard time to feed the family in that area.
Because of Covid-19, a lot more people fall into poverty and
the children suffer from
hunger pain.
We have been trying to distribute enough corn so that they
can make Tortillas to feed their children. They have to eat
tortillas to grow.
Thanks to GCF Grants, we are able to help the children in
need.

Many undernourished children are depend on free meals at
the church and it helps them grow and develop normally.
Usually 100-150 kids are fed nutritious food, sometimes they
take leftovers home f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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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ti

글_이동열목사

India

글_김정구선교사

인도에서도 불가촉 천민지역은 생활형편이 더욱 열악하여 하
루에 2끼도 먹지 못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
한 이 일에 고비는 늘 존재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담장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외부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
습니다. 고아원은 새벽 5시30분부터 7시까지 매일 새벽기도와
오전 9시 1시간 예배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예배와 찬양과
경배, 율동, 큐티를 통하여 성경을 통달하도록 하며 완전히 신
앙으로 훈련시켜 이들이 자라서 사명자는 도마선교센터의 장
로회신학교에서 공부하여 목사가 됩니다.

This particular impoverished area has so many people in such
dire need that they don’t even get to eat two meals a day. It
is very challenging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ut with
your contributions, we will stop at nothing to provide what is
necessary for their well-being, especially the children. Thank
you always for your support!

GCF의 도움으로 인해 학교 아이들에게 나눔의 사역을 진행 하
면서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
간들 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불안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또한 건강하고 맛있
는 점심을 통해 아이들의 영양 건강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Due to unstable political movements and COVID-19, it is
difficult for children to receive the care that they deserve.
We are very proud to share that we were able to provide
some hearty meals to these kids and keep them healthy so
that they can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We were grateful
to be able to partake in this missionary work and spread joy
to these children. Thank you for you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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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a

글_김윤곤선교사

Elgon지역은 케냐에서도 열악한 변두리 입니다. 먹을 양식
이 부족하고, 식수와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않는 빈약한 환경
속에, 물리적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맨발
로 생활하여 생기는 지커스Jiggers 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
움을 주기위해, 장화를 신기고, 베이스에서 함께 먹는 행사
들을 통하여,‘배부른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떡을 먹
고 와서 모이는 22개의 교회에서‘생명의 떡’이신 예수그리
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교회밖의 주민들
과 함께 나누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에, GCF
의 후원을 통해, 사역밖 주민들을 위해 귀한 일을 할 수 있었
습니다.

Elgon is one of the impoverished areas on the outskirts of
Kenya. It lacks sufficient food, drinkable water, and electricity.
The people in this area need more financial support and care.
We were able to hold many events to share food items from
our base. We also aided in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Jiggers Disease, in addition to providing them with boots to
wear.
With your contributions, we were able to further spread the
Gospel and help people in need, including those who were
non-believers. Thank you.

Kenya

글_박종렬선교사

점심식사 제공을 간단한 콩과 옥수수만을 제공하던 것을 일
주일에 한번씩 우갈리를 먹을 수 있게 지원하며 아이들의 더
큰 영양보충 효과를 위해 한 달에 한두 번의 고기를 먹을 수 있
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구충제는 학생들 부모들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꼽힙
니다.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체력
이 가장 좋은 예방방법이라 설명하며 주고 있어 아이들도 그
말에 귀기울이며 먹고 있습니다.  급식으로 인해 아이들의 결
석 일수가 줄어들며 급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오는 애들
이 있어 마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ith your contributions, we were able to supply nutrient-rich
food items weekly, as well as provide meat dishes twice a
month. Before, we were only able to support them with meals
made up of beans and corn. We feel very blessed because
of this change. We are also informing people about other
sources that can help their health in check. They are very
appreciative and are genuinely trying to make changes in
their lives. Thank you.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21

11

Kenya

글_이정호선교사

Mongolia

글_홍정수신부

본당의 재정적, 인적, 행정적 역량은 50가정 이상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50가정을 수혜대상으로 생각하여, 1달에 2회, 1
회당50,000 투그릭에 해당하는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각가정에 배달하였습니다. 1달에 총 100,000 투그릭어치의 식
료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가 있는 5-6가정이
한 달동안 필요로 하는 식료품의 6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었습니다.
기본적인 식료품을 지원받은 가정은 코로나19라는 재앙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되었고, 몇몇 가정은 이 기간 식료품 지원에 힘을 얻어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초식료품의 지원으로 기아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부모들은 한숨돌리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나 몽골의 여성
은 무척 강인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많은 아이들을 다 키운다.

The main church is only able to help around 50 families at the
moment. Twice a month, we purchase and deliver about $18
worth of food for each family. For this, we have contributed
about 60% to 5-6 families with children for their daily food
necessities. With our contributions, these families are able
to receive a little relief from COVID-19, and can also begin
planning their next steps such as looking for jobs, achieving
financial stability, etc. Because of this newfound relief, the
children no longer have to suffer severely from hunger and
their parents are also now able to plan for their future needs.
Many of these families do not have father figures, but the
strong and resilient women of this country are able to raise
the children on their own without the help of a father. Thank
you for your support!

조이 월드 미션 스쿨의 아이들의 식사를 하루에 두 끼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의 교복과 기존 학생들의
교복을 수선해 주고 빠른 성장으로 인해 작아지고 찢어진 신발
양말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야채와 옥수수 70가마와 콩 7가마는 조이랜드 농장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충하였습니다

We are providing 2 meals a day to the children of Joy World
Mission School. We are also helping with new students
uniforms, repairing their old uniforms and changing worn out
socks for these children.
In addition, we are supplying vegetable including corn and
beans that were produced from Joyland Far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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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글_조진희선교사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5월에 해피키즈는 여름 캠프를 시
작하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45~50명의 아이들이 카이로스 선
교센터에서 맛있는 점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여름방
학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으로 하루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않은 저
소득층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해피키즈 몽골리아에서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후원으로 다음
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1) 저소득층 아이들과 가족
들에게 식량 및 비타민 지원 2) 주 5일 점심과 간식으로 영양
식 제공 3)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 4) 하나님의 사랑을 경
험할 수 있도록

Mexico

글_최태입선교사

올해는 어린이 학교활동은 COVI-19으로 인해서 원활한 활동
을 하지는 못하고 아이들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필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직장을 잃어 생활이 어려워서 매우 힘든 상황이였지
만 적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
었습니다.

Due to COVID-19, we were not able to provide many activities
for the kids, however we were able to visit many families
who were going through hardship and whose parents lost
their jobs. We also delivered some daily necessities to those
families in need and shared some blissful moments together.
Thank you!

As soon as summer break began in May, we started summer
camp. On a daily basis, an average of 45-50 kids enjoyed
different activities and special lunches provided by Cairos
Mission Center. It was especially fulfilling to be able to give
lunches and snacks to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and
provide dietary supplements and safe shelter under God’s
love. Thank you for you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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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글_성문용선교사

Nicaragua

글_이미련선교사

학생들은 얼마나 점심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많은 아이들
이 2-3번씩 더 먹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 뺨이 퐁퐁하게 살
이 오르고… 키들도 훌쩍 자랐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으
로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하려 무척 애를 씁니다.
점심제공은 아이들에게 오후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에너
지를 공급해 주어서 지치지 않고 오후공부를 잘 마칠수 있
습니다.
배고픔 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배고픔을 해소하
며 동시에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
성에서 그리고 학구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들을 기르도록 돕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어렵고도 긴 여정이며 계
속적으로 가야하는 교육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어려우나 가치
있는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Because of the nutrient-rich meals that we make an effort
to provide, our students have grown tall and gained some
weight.
These lunch meals give them enough energy for their
afternoon studies and activities. We are trying to help these
students maintain strong mental health and develop genuine
social skills for their future.
It definitely is a challenging task, but with your contributions
and care, we believe this whole process of education will
bloom in the end.
Thank you always!

저희 비아마 고아원(호스텔) 아이들 10명, 스텝가족 3명, 청년
센터 20명 등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신 후원금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제 개인 사진 및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동봉합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리며.

I’ve attached a photo of myself and some photos of the kids
as requested.
Our orphanage includes 10 kids, 3 staff members, and 20
youth center members. We are all doing well.
Your contributions are always greatly appreciate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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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

글_정은희수녀

식량 나눔은 가족들에게 조금은 안식을 얻게 해주고 인간에
게 첫번째 조건인 배고픔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기
본권을 충족시키는데 기쁨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혼자가 아니고 하
느님으로 부터 함께 살아가게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을 알게 한다.

Thanks for your contributions, we are bless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 including providing
food to the hungry. These people are grateful for God’s love
and blessings, which is helping them battle loneliness through
prayer. Thank you.

Phillipines

글_배재용선교사

다바오지역은 말포리 빈민지역 아동들과 무덤가 마을 아이들
에게 피딩과 식료품 지급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
립니다.  말포리지역, 특히 무덤가 마을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되
어 주위의 쓰레기와 부패한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온마을
을 뒤덮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쉽게 질병에 노출되
어 영양상태 마저 좋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딩을 통
해 지역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 감
사를 드립니다

We are very grateful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ovide
daily necessities to children living near cemeteries and in
impoverished areas. These children living near graveyards
are exposed to different diseases caused by all the trash and
old corpses nearby.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ar these living
conditions. We feel blesses to help these children through
our meal program and appreciate your support d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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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글_한인섭선교사

Tanzania

글_정현선교사

탄자니아 북서쪽에 위치한 이 곳 부코바는 원시림으로 우거
져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Victoria호수로 인해 습도
가 높은 아열대성 기후로 일년 내내 한 계절이다. 문화적으로
는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주민들도 흙을 잡초
와 짙이겨서 집을 짓는다. 집안에는 흙바닥에 풀을 말려서 깔
고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영양이 부족하던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향상되면서 각종 피부병이 없어지
고 있다.
늘 같은 것만 보고 듣던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간접 경험
을 시켜서 상상력과 창조력을 개발하게 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54개국 중 코로나19 최대 감염 국가입
니다.
GCF에서 보내주신 2차분 후원금은 16군데 탁아소에 균등
히 분배해 아이들 영양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코로나로 실
업률이 급증하는 중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영양
을 공급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65일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 탁아소 아이들과 사역지 마을
주민들 매주 2천여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
별히 기초식품인 빵과 과일, 채소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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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글_Daniel정선교사

2021 has been another challenging year with Covid-19 but
with the generous grant from GCF and with God’s abundant
grace, we were able to not only survive but also to celebrate.
On October 24, 2021, we were able to celebrate 20 year
anniversary of Elijah Foundation. We are truly humbled that
God continues to be faithful to us even in the presence of
all our shortcomings. We covet your prayers so that we can
continue to shine the light of God’s love to all those children
that God has and will send to us.
We currently have 44 children from grades Kindergarten
to High School - They are provided with 3 meals a day with
snacks, proper education and most importantly the security
that they need to grow into healthy and contributing adults.
This year, with the support of GCF, we were able to continue
to add snack times and added special hamburger nights and
BBQs. These were necessary because children have been
remote learning almost the entire year and it was really
challenging to keep them motivated and also to feed them.  

Thailand

글_황준기선교사

GCF Fund Expense Report 2021 a We have total of 28 students
at Jasper Kids Home this semester.
We have 10 boys and 18 girls. This semester we still have 17
studens who are at the age of 14 and under.
As we have mentioned before we use 1000 Baht ($30) per
month for their daily living cost and 40 Baht ($1.25) per day
for their school lunch when school is in session.
Jasper Kids were on summer break since March and suppose
to reopen on second week of May but with third wave of
COVID-19 it have been postponed to some time in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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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Navajo

글_이남종선교사

Vietnam

글_조준건선교사

저희 호프 파운데이션은 2021년도 하반기에도 GCF의 배려와
관심, 기도, 도우심 때문에 이곳 베트남 호치민 시 주위로 활동
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베트남정부에서는 초강력
의 봉쇄를 4개월동안 하였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호실에 있
으면서 전혀 외부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켓에 생
필품을 사러 가는 것도 안 되고 주문하여 군인들이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지역 방문
을 하며 해 왔던 사업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베 가정 아이들의 공부 도움을 줌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16가정을 저희가 도움
을 드렸습니다.

With your thoughtful contributions and prayers, we, "The Hope
Foundation," were able to help people in the area around Ho
Chi Minh City.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onfirmed
COVID cases, the government of Vietnam declared a 4-months
quarantine period which prohibited our organization from
visiting different areas in need. Despite that, we conducted
Zoom classes for Hanbae family kids and helped 16 different
families suffering from financial hardship.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pport.

여기는 미국 아리조나 주에 위치한 원주민인 나바호 인디언 보
호구역(Navajo Indian Reservation) 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은 경제적, 교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
역하고 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내에서도 루프(Leupp) 라는 곳으
로 가장 어려운 지역들 중 한 곳입니다  
GCF의 도움으로 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제공되는 음식 재료
로 인해 도움을 받고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We are from the Navajo Indian Reservation located in the
state of Arizona. There are children here suffering from the
lack of financial and educational support. The particular are
that we are in is called "Leupp," and it is one of the most
impoverished areas.
We are very grateful to be here through our missionary work
and with your contributions, we are able to provide food items
every Saturday to the people in the surrounding are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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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지 방문기

Haiti

아이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져미는 단어 !
크레올로 아이티는“돌”이란 뜻이다.
그야말로 돌이 대부분인 땅.
힘이 없어 손가락으로도 부서질 만큼 약하디 약한 아이티의
돌은 그 곳의 사람들을 많이 닮은 듯하다. 겉은 돌처럼 단단
하고 강하게 보여도 알면 알수록 여리고 약한, 웃음 많고 순
박한 사람들.
오랜 노예생활 끝에 독립을 찾았어도 제대로 된 정부 하나 세
워지지 않아 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잦은 지진과 자연
재해로 인해 빈곤하고 찌든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희
망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된 지 벌써 오래다.
2019년부터 우리 부부는 수도인 포토프랭스에 위치한 시티솔
레이와 가나안이라는 빈민마을의 아이들과 7개 고아원의 고아
들에게 영어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일 년에 3~4번씩 정기적
으로 아이티를 방문하고 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절실함을 느껴 매 번 방
문 때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영어를 꾸준히 가르쳐
왔다. 마침 영어가 통하는 몇몇 청소년들이 있어 그들을 집중
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한 지 벌써 3년째.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들어와 있는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 청년들이 우리를 대신
해 고아들과 빈민촌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언어인 크레올로 한
글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고아들에게
있어 배움이란 유일한 희망과 기회다. 칠판 하나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을지라도 배움을 향한 아이들
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반짝인다. 더군다나 팬데믹
으로 인해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진 요즘 고아들은 불안과 초조

글_이은경미시간지부회장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 다시 한번 더 버려질 지도 모른다는 불
안함이 아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갱들에 의해 고아원이 폐쇄 되어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실
건가요?”
심각하게 다가와 망설이며 어렵게 물어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 곳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란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일꾼이 되렴. 우
리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할거야”
선교사 납치, 갱들의 총격전, 가솔린 공급의 중단, 도로의 마비
등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난무하는 매일의 일상에서 불
안과 초조 그리고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고아들과 빈민촌
의 어린 청소년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점점 더 먹거리가 귀
해진 이 곳의 아이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는 청년 사역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꾸
준한 후원과 기도로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GCF의 모든
어머니들이 있기에 아이티의 고아들과 어린 청소년들은 오늘
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이런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한번 더
다짐해 본다.
“주님! 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참
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이르러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아이티
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간절한 기도와 함께 다음 방문을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위한
준비물들을 챙겨 본다.

▲ 크래올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청년 사역자
수업 후 라면으로 하루의 끼니를 떼우는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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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holdren Foundation
글로벌어린이재단 2021년 정기이사회

▲ 왼쪽에서 첫번째 손영환 고문, 6번째 정경애 이사장, 7번째 성숙영 차기이사장, 윗줄 오른쪽 첫번째 정좌희 고문

이사회 소식
글로벌어린이재단(이사장: 정경애)은 9월 9일부터 12일까
지 4일에 걸쳐 뉴져지 DoubleTree Hotel By Hilton Fort Lee
에서 22명의 이사, 후원이사, 고문들이 모여 2021년도 정기
이사회를 주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보고
와 2022년도 예산, 사업 계획 및 후원기관들을 결정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성숙영(시카고) 현 부이사
장이 선출되고, 정경애 현 이사장은 상임 고문으로 선정되었
으며, 사무총장 대행으로 오재노 현 동부지역 회장이 선정되
었다.
모든 임기 시작은 내년 1월 부터이다.

후원지로는 도미니칸 리퍼블릭, 볼리비아, 캄보디아, 콩고,
과테말라, 아이티, 인도, 케냐, 몽골, 니콰라구아,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 22곳의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아이들과 난민 어린이들에게 먹거
리를 제공하고, 교육 및 복지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
애아동들을 돕기 위하여 총 $256,350을 책정하였고 2022년
6월 이사회는 시카고에서 개최할 것으로 정해졌다.

1998년 동부 지역에서 재미 교포 어머니 14여명으로 시작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한국
등에 23여개의 지부가 있으며, 7,000여명의 회원이 전세
계 불우 어린이를 돕는 자선 재단으로 성장하였다.

2022 이사 명단

이사장
상임고문
부이사장

성숙영
정경애
조안젤린(NJ) 김숙자(MD)

이사

강원영(NY)
송인숙(NJ)
이서희(MI)
김융남(MD)
손영환(MD)

후원이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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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총회는 하와이지부, 2023년 정기총회는 일본지
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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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순(VA) 김영숙(NY)
염귀옥(IN) 유웬디(CA)
최영숙(JP)  	 최평란(VA)
서민숙(IL)
이경애(MD)
송철섭(NJ) 정좌희(CA)

김용임(CA)
유승기(SD)

손목자(MD)
이명희(HK)

제23차 정기총회
Virtual Meeting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전영신)은 지난 10월 16일
제23차 정기총회를 VIRTUAL MEETING으로 개최하
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보고와 2022년
도 예산, 사업계획 및 9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을 알렸다.

되었음을 알렸다.

2021년 후원지의 소식들과 함께 2022년 후원지로 결정
된 볼리비아, 캄보디아,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아
이티, 인도, 케냐, 몽골, 니콰라구아, 필리핀, 타일랜
드, 미국,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 22곳의 세계에서 어
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들과 난민 어린이들에게 먹
거리를 제공하고, 교육 및 복지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
들과 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하여 총 $256,350이 책정

2022년 제24차 총회는 하와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각지부별 후원금 모금상황과 모금을 위한 활동
보고가 있었으며, 하와이지부 총회준비위원장으로 부
터 내년 총회의 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6월에는 작년 팬데믹으로 미뤄져 있었던 유타지부
(Kelly Park 회장) Opening Ceremony를 솔레이크시
티에서 개최하였고, 8월에는 2001년 이후로 지부 활동
이 끊겼던 애틀랜타지부(박인순 지부회장)의 재발족식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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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축사

Congratulations
방송인_김성주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아내로부터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
려움에 처한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재단 회원분들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가난과 폭력, 전쟁
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고민하
고 꿈꿔보지만 때때로 전해져오는 가슴아픈 이야기에
분노하면서도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곤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힘써 주는 일, 이
모두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있는 일이라고 감히 말
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님들이
야말로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박수보
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회원 여러분들의 활동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 줄거라 믿습니다.
24년동안 재단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
고, 앞으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원 한분한분의 따뜻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하길 기도합니다.
서울에서 김성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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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holdren Foundation
Fundrasing
1. Membership Fee
•Regular: $120 / year

•Life member: $1,000

•Supporting member: $5,000 or more

2. Donations from individuals and businesses
3. Fundraising Events from 23 branches
•Golf outing, Benefit Concerts, Bazaar, Walkathon, Homemade Soap Auction, etc.
•All the membership fees and donations are directly used for the GCF Grants.
•50% of profits from fundraising events are also used for the GCF Grants and the rest can be used
		 to help children in need locally.
4. Memorial funds received in 2021
 	 - New Jersey for Bang Sook Ja
 	 - DC, for Dr. Francis Min
 	 - Frankfurt, Jeanny Wildi-Yune
		 in memory of her Mom

Thanks to the hard work of members
and generous donations from
the supporters we were able to provide
over $250,000,00 of GCF Grants in 2021.

Organization Chart
Chairperson
Advisor
President
Executive Secretary

North America

Asia

Western Region

Central Region

Eastern Region

Asia Region

Los Angeles
San Francisco
San Diego
Las Vegas
Orange County
Hawaii
Utah

Chicago
Michigan
Indiana
Oklahoma
Dallas
Canada

Wasington D.C.
Virginia
New York
New Jersey
Atlanta
Philadelphia
Delaware

Hong Kong
Jap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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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지부

김재인회장

오랜시간 팬데믹으로 인해 제대로 된 모금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어느때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회원 모두가 하나된 감사의 한 해 였습니다. 더우기, 모든 회원이 무탈 하신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걷기대회, 그라지세일 등을 통해 모금을 하였고 밀알 장애우들에게 봄, 가을 후원금을 전달 하였으며
난민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버지니아지부

장혜선회장

2021년 버지니아 지부는 큰 사업은 어려웠지만 줌미팅, 공원걷기대회, 주문 판매 등으로 회원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코비드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큰 어려움을 안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해 주셨고, 후원금들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말 급식을 돕는 기관과 가정 상담소에
후원금을 전달하여 GCF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들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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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부

안혜숙회장

1월~11월까지 수제비누를 제작해서 활발한 모금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다른 지부들에게 수제비누 만드는
공정과 정보를 나누어주어, 2021년도 GCF지부들의 수제비누행사를 도왔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 바자회를 통해
테네시 농산(고춧가루, 된장, 유기농 콩 등)을 팔아 적극적인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뉴저지지부

우현미회장

4월 회원의 날 서양란 만들기 행사를 통해 새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10월 New York Country Club에서 130명 golfer와 20명의 volunteer와 함께 성황리에 골프행사를 했습니다.
11월 4군데 지역후원을 하였습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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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지부

박인순회장

애틀랜타지부는 8월 14일 20명의 회원이 모여 재창립식을 가졌다. 이날 총 $4,660의 후원회비가 모금됐으며 9월 한달동안
주정부 등록 및 은행계좌 개설, 감사카드 제작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0월16일 첫 월례모임을
개최했다. 회원들은 재단사업 홍보와 지부 활성화를 위해 매월 ‘1인 1 후원회원’씩 모집할 것을 결의했다.   

시카고지부

유귀정회장

4월에 한 음식/ 반찬 sale은 정말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이 정성과 성의를 다해 19가지 음식을 주문을 받아서도 팔고
당일을 팔아 net 으로 $22,351 을 raise 했습니다. 기부금으로 본부에 보내고 local 에서 inner city 아이들을 돌보는
new life, water city, inner city impact, and handicap / disability 아이들을 돌보는 Murkand 에 기금을 전달 했습니다.   
얼마전 10/6 에 한 골프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도네이션을 많이 해 주시고 골프대회는 63분이 골프 참석하시고
상품과 물건도 많이 도네이션을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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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지부

이은경회장

5월 20일 걷기행사를 통하여 $4,910 후원액이 모아졌고 8월 24일 골프 아우팅에서는 61명의 여성 골퍼들이 참석하여
$6,879.43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후원금의 일부인 $1,500은 미시간지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동농민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8월 3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디트로이트 빈민지역인
하이랜드 어린이들을 위해 $500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오클라호마지부

배정순 회장

저희 지부는 올해도 COVID로 인해 지부 모임과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좀 더 활발한 활동과 모임을 계획 중에
있으며,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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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나지부

김미선회장

인디애나 지부는 2021년 Covid-19으로 인하여 물품 판매로 수익금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고 어려운 상황에도 조심스럽게
미팅을 하여 일상 생활중에서도 끊임없이 봉사하는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평생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과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새로운 해에는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스엔젤레스지부

연지연회장

4월 공원에서 회원의 날 행사를 가져 회원영입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6월 ~ 8월 브로셔 제작를 제작하여 후원금 요청편지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펀드레이징을 하였습니다.
10월 Rise Koyhang School에 도네이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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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지부

안현숙회장

올해 역시 팬데믹으로 년초에는 아무 활동이 없었지만 5월부터는 비누만들기를 시작하여 회원들이 합심하여 기금을 모았습니다.
7월에는 회원들간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 야유회를 가졌고, 10월에는 수제비누를 판매하고, 고구마와 대추를 판매하였으며
오랫만에 대면으로 월례회를 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날 축제에 건어물과 호두를 판매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고, 12월에는
불우아동단체에 성금을 전달하고, SF경찰국과 함께 정경애 이사장님이 주관하시는 자전거 100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샌디에고지부

이은화회장

10월 21일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60명 계획했는데 70명이 참가하여 지금까지중 가장 성공적으로
하여서 만불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이룬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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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지부

이윤희회장

3월~5월 수제비누만들기 작업, 지부홍보용 브로셔와 유튜브를 제작하였습니다.
10월 Three Square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950명 어린이들의 주말 식량을 포장했고, 1,000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임원분들과 회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렌지카운티지부

최옥환회장

팬데믹으로 5월까지는 안전하지 않아 모이지 않고 6월부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아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7.8월에는 생선을 도매로 구입해서 판매하여 가금 모금을 하였습니다.
12월 12일에는 마켓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저희 재단을 홍보하고 회원모집도 하고
도네이션 받은 물품과 수제비누를 판매하여 기금모금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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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지부

강주리회장

3월에는 하와이지역의 Waimanalo Ohana 란 단체에 Aunt Lavina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와이마날로 비치 텐트촌을 방문하여
기저귀(newborn/Baby용) 8 box/baby wipes/신생아 옷 등을 구입, 전달했습니다.
6월에는 하와이 총회기금 마련과 회원모집을 위해, 서울 저희집에서 바자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자 마지막날에는 김수미 님과 같이 마지막 남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마감하였습니다.
7월에는 내년 총회를 위하여 반 앞치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어 판매하고 회원모집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하와이교회에서 주최한 세계선교대회에 하와이지부가 후원하고있는 몽골지역(해피아동사역)
조그레이스선교사님과 필리핀후원지(김귀정선교사)에서 참여를 하셔서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와이지부 임원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와 비누를 선물했습니다.

유타지부

박경희회장

6월 21일 월요일 유타지부 발족식을
Salt Lake City에서 하였습니다.
정경애 이사장님, 전영신 총회장님과
김영숙 이사님의 참석하에
박켈리 지부 회장님과 지부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Opening Ceremony를
하였습니다. 이 날 30분이 함께 하였으며,
앞으로의 행사 계획을 나누고,
지부의 단합을 다졌습니다.

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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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지부

이경실회장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 홍콩지부는 단합하여 불우 아동돕기 바자회를 열어서 판매한 수익금을 GCF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홍콩한인회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온정이 넘쳐흐르는 바자회였읍니다.
또한 홍콩 로칼분들도 많이 오셔서 한국 물품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음을 감사 드립니다.
저희 홍콩지부가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많은 국가의 아동들을 적지만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음에 뿌듯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지부

하귀명회장

6월 글로벌 어린이 재단 모금을 위한 제3회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7월 동경한국학교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1월 글로벌 어린이 재단 모금을 위한 제4회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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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holdren Found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s is an inspirational story of a member remembering her Mother.
Open Letter to the GCF Community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express my sentiments. Originally I intended my membership to be a silent act of
devotion to my deceased mother, but I cherish this opportunity to share my memories of her with you. All of us have
this one special person, who has given us the gift of life…the one person who is there to nourish us, body and soul,
throughout our existence. My mother, Mrs. Kay Yune (Kim Poong Shil), was a remarkable lady, who fulfilled this role
with unsung heroism. Like many of her generation, my mother sacrificed her own schooling to help her widowed
mother and send her younger sister to college. She went on to morally support our father and financially enable our
family life in his years of medical school residency. She invited both her mother and her mother-in-law to live with us,
since the day of her marriage until they passed away. Her life was filled with countless other acts of kindness.
My mother never spoke of these things. They spoke for themselves. Nor did she ever ask for gratitude or recognition. It is this remarkable generosity, kindness and selflessness which have become food for my soul even beyond her
passing. Sometimes when we are just enjoying the delicious food our mothers prepare for us, we forget the other
nourishment we receive from them. We become aware when they are no longer with us. I am so fortunate to have
her incredible example, which inspires me and influences how I live my life today. It is a little bit of that privilege t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children around the world, who are less fortunate, so that they may – through the example of
GCF – also learn to love and share.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Jeanny Wildi-Yune

The Giving Spirits inspired by Mothers
어머니 김풍실 회원은 2001년부터 평생회원이셨고, 따님 Jeanny Wildi-Yun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2015년에 평생 회원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000 EURO 를 후원하셨습니다.
1998년에 시작된 GCF는 지금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창기 회원님들의 자녀분들께서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관심을
갖고 GCF에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엄마: 김영숙 이사/ 딸: 김성은 NY부회장
• 엄마: 김경순 이사/ 딸: 박미혜 VA회장
• 엄마: 김경희 전 중부지역회장 / 딸: 이미영 SF회장
• 엄마: 조경분 전SD회장/ 딸:조은형 전 LV임원
• 엄마: 김풍실 평생회원/ 딸: 평생회원Jeanny Wildi-Yun
더 젊고 발전된 GCF의 미래를 위해 회원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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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총회장 전영신 사무총장 대행
오재노

2022년도 회장단
동부
지역

지역회장 김재인

NY 안혜숙

NJ 원혜경

DC 이미미

VA 박미혜

지역회장 김유자 CHIC 유귀정

MI 이선화

IN 김미선

OK 배정순

지역회장 김정아

SD 한유미

SF 이미영

LV 박미니

4대 심정열

5,6대 정경애

7대 조은옥

ATL 박인순

중부
지역

서부
지역

LA 고상미

OC 홍정숙

HI 강주리

UT 박경희

9대 이서희

10대 염귀옥

아시아
지역

홍콩 이경실

일본 하귀명

역대 총회장단

1대 방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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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손목자

3대 송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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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성숙영

2021 경과보고
Jan-21 2020 - Donation Receipts Sent-out / Headquarters
		
2020 - News Letter Sent-out / Headquarters
		
2021 -Transfer 1st Grant / Headquarters
		
Fundraising Hand Soap Event / New York
		
Donation to Branny Camp / Washington DC
		
Created YouTube for Branch Promotion / Las Vegas
Feb-21 Hyun-mi Woo inaugurated as branch president		
			 / New Jersey
		
Fundraising Bazaar on New Lunar year / Virginia
		
Online Seminar -Tax / San Francisco
		
Donation to BIM(Baltimore Inner City Camp)
			 / Washington DC
		
Zoom meeting for chapter presidents / Headquarters
Mar-21 Production of Branch Brochures / Las Vegas
		
NJ President Visited Haiti / Michigan
		
Production of Branch Brochures / New York
		
Zoom meeting for chapter accountants / Headquarters
		
Monthly Meeting / Hawaii
		
Fundraising Virtual Benefit Concert / San Deigo
		
Zoom meeting for CHIC chapter president and
			 accountant / Headquarters
		
Online Seminar - Social security / San Francisco
		
Donation to 2Twnery / Virginia
		
Donation at Waimanalo Ohana / Hawaii
		
Officer Meeting / New Jersey
Apr-21 Hand Soap Making Event / Las Vegas
		
Member's Day - Bazaar / New York
		
Member's Day Event - Walkathon / Washington DC
		
Bake sale / CHIC
		
Member's Day Event / Los Angeles
		
Member's Day Event - Walking at Miramar Lake		
		
/ San Deigo
		
Zoom meeting / San Francisco
		
Fundraising Bazaa / CHIC
		
Member's Day Event - Making Western Orchids		
			 / New Jersey
		
Garage sale / Utah
		
Received Application for Grant in 2022 / Headquarters
May-21 Garage sale / Washington DC
		
Fundraising Event - Hand made soap / Hawaii
		
Fundraising Hand Soap Event / San Francisco
		
Fundraising Whole Family Walking Event / Michigan
		
Presidents and Accountants Online Workshop
		
/ Headquarters
		
Donation to USANA Kids Eat / Utah
Jun-21 Fundraising Bazaa in Seoul / Hawaii
		
Fundraising Walking Event / Virginia
		
Membership Meeting / San Deigo
		
Picnic for Branch Members / Las Vegas
		
Meeting to prepare for golf fundraiser / Japan
		
Promotion of branch brochure production and donation
		
/ Los Angeles
		
Utah Branch Opening Ceremony / Utah
		
Fundraising 3rd Golf Competition / Japan
		
NJ President Visited Haiti / Michigan

Jul-21
2021 -Transfer 2nd Grant / Headquarters
		
Donation to Wheat Mission, Volunteer Activities for 		
			 Wheat Mission Feast / Washington DC
		
Send out Brochures and Donation request letters
		
/ Las Vegas
		
Membership Meeting / San Francisco
		
Donation to Tokyo Korean School / Japan
		
Raising donations for migrant farmer families in
			 Michigan / Michigan
		
Meeting to Prepare for Bazaar / Hong Kong
		
Fundraing Event for 24th General Meeting - Hand made
			 Soap & Apron / Hawaii
		
Send out Donation request letter / Los Angeles
		
Financial Statement & Audit Report Complete in 2020
		
/ Headquarters
		
Fundraising Hand Soap Event / New York
Aug-21 Delivery of donations and goods to migrant farmer 		
		
f amilies in Michigan / Michigan
		
Preparation for Website Production / Headquarters
		
Atlanta Branch Reopening Ceremony / Atlanta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 Michigan
		
Fundraising Bazaar for helping Global children		
		
/ Hong Kong
		
Officer Meeting / CHIC
Sep-21 Board of Directors' Annual Meeting / Headquarters
		
Donation to Marklund / CHIC
Oct-21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 CHIC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 New Jersey
		
Meeting to prepare for golf fundraiser / Japan
		
23rd general annual meeting - Zoom / Headquarters
		
Children's Weekend Food Packing Volunteer Activities
			 at Three Square / Las Vegas
		
Donation to Three Square / Las Vegas
		
Monthly Meeting / San Francisco
		
Korean Festival Food Bazaar / San Francisco
		
1st Monthly meeting / Atlanta
		
Donation to Rise koyhang School / Los Angeles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 San Diego
		
Donation to New Life Center / Chicago
		
Donation to River City / Chicago
Nov-21 Meeting with Grant missionaries and delivered them 		
			 masks and soaps / Hawaii
		
Fundraising 4th Golf Competition / Japan
		
Donation Christmas gifts to children's shelter / Atlanta
Dec-21 Donation Bicycle to Underprivileged Children &
			 Collaboration with San Francisco Police Headquarters
		
/ San Francisco
		
Bazza and Year-end Party / Las Vegas
		
Mailed year end greeting letters / Headquarters
		
Year-end Party / Japan
		
Delivery of goods for children's visit to the Detroit slums
			 and the Highland area / Michigan
		
Mailed 2021 winter Newsletter /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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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보고
Jan-21 $3,500.00
		
$2,000.00
		
$3,500.00
$2,000.00
$3,500.00
$2,000.00
		
$2,500.00
		
$3,500.00
		
$2,500.00
		
$2,500.00
		
		
$3,500.00
$3,500.00
		
$4,500.00
		
$2,500.00
		
$3,500.00
		
$2,500.00
		
$1,000.00
		
$3,500.00
		
		
$3,500.00
$3,500.00
		
		
$2,000.00
		
$3,500.00
		
$2,500.00
$3,500.00
		
$3,500.00
		
$1,000.00
		
$2,500.00
		
$3,500.00
		
$2,000.00
		
$3,500.00
$3,500.00
		
		
$3,000.00
		
Feb-21 $500.00
		
$1,000.00
Mar-21 $500.00
$2,000.00
$410.57
$500.00
Jun-21
$875.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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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foods for 200 kids in need, also baby foods 		
and nutritional Supplement - Bolivia (HQ)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food to 		
children in need - Bolivia (HQ)
Free lunch for children - Bolivia (HQ)
Providing food to 400 children in need - Cambodia (HQ)
Providing free lunch,Ramen and groceries - Congo (HQ)
Providing clothes and food to local children			
- Dominican Republic (HQ)
Grow lots of corn and distribute to make tortilla			
- Guatemala (HQ)
Street Boys Boarding School Ministry to feed and 		
educate - Haiti (HQ)
Free lunch to children in need and education missions		
- Haiti (HQ)
Education for orphaned children and children of 			
families who cannot afford to send them to school
- India (HQ)
Provided Sunday school, hygiene training - Kenya (HQ)
Two free meals per day and tuition, wells, reservoirs and 		
school establishment - Kenya (HQ)
Free meals and education for children without tuition/		
orphanage ministry - Kenya (HQ)
Working of education and provided water supply			
- Kenya (HQ)
Providing food, school supplies, Steady education, 		
study guidance, and material support - Mexico (HQ)
Distribute food packages and daily necessaries - Mexico
(HQ)
Distribute food packages and daily necessaries			
- Mongolia (HQ)
Free lunch and sanck, provide vitamins/Bread Sharing 		
Ministry/Deaf and blind children Ministry/Hospice 		
Ministry/Detention Ministry - Mongolia (HQ)
Youth Education/After-School Program - Mongolia (HQ)
Basic living, health and education expenses for 			
orphaned children and establishing orphanage - Nepal
(HQ)
Providing piglets for self sustainability and constructed 		
community kitchen - Nicaragua (HQ)
Free lunch from preschool to 3rd grade kids - Nicaragua
(HQ)
Distribute food packages - Peru (HQ)
Deliver food packages/medical missions to solve the 		
lack of food for children in poverty - Philippines (HQ)
Distribute food packages for undernourished infants/		
Free bread and vitamins - Phillippines (HQ)
Daycare Ministry, providing bread, fruits and Vegetables
- South Africa (HQ)
Kindergarten Ministry, providing free meals - Tanzania
(HQ)
Providing free 3 meals a day with snacks, help remote 		
learing - Thailand (HQ)
Education and free meals to 28 orphaned children		
- Thailand (HQ)
After School Program - USA (HQ)
Provided free meals, health hygiene education and 		
child-first health care, distribute food packages every 		
Saturday - USA (HQ)
Providing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feeding to 		
poor children - Vietnam (HQ)
Providing bottled water for homeless children - USA
(HI)
Brany Camp - USA (DC)
Baltimore Inner City Camp - USA (DC)
2Twnery - USA (VA)
Waimanalo Ohana - USA (HI)
USANA Kids Eat - USA (UT)
Tokyo Korean School - Japan (JP)
Wheat Mission - US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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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Providing foods for 200 kids in need, also baby foods and 		
		 nutritional Supplement - Bolivia (HQ)
$2,000.00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food to children in 		
		 need - Bolivia (HQ)
Jul-21 $3,500.00 Free lunch for children - Bolivia (HQ)
$2,000.00 Providing food to 400 children in need - Cambodia (HQ)
$3,500.00 Providing free lunch,Ramen and groceries - Congo (HQ)
$2,500.00 Grow lots of corn and distribute to make tortilla - Guatemala (HQ)
$3,500.00 Street Boys Boarding School Ministry to feed and educate
		 - Haiti (HQ)
$2,500.00 Free lunch to children in need and education missions - Haiti (HQ)
$2,500.00 Education for orphaned children and children of families who 		
		 cannot afford to send them to school - India (HQ)
$3,500.00 Free lunch and education for ghetto children - India (HQ)
$3,500.00 Provided Sunday school, hygiene training - Kenya (HQ)
$3,500.00 Two free meals per day and tuition, wells, reservoirs and school
		 establishment - Kenya (HQ)
$3,500.00 Free meals and education for children without tuition/orphanage
		 ministry - Kenya (HQ)
$3,500.00 Providing food, school supplies, Steady education, study guidance,
		 and material support - Mexico (HQ)
$2,500.00 Distribute food packages and daily necessaries - Mexico (HQ)
$1,000.00 Distribute food packages and daily necessaries - Mongolia (HQ)
$7,000.00 Free lunch and sanck, provide vitamins/Bread Sharing Ministry/
		 Deaf and blind children Ministry/Hospice Ministry/Detention 		
		 Ministry - Mongolia (HQ)
$3,500.00 Basic living, health and education expenses for orphaned children
		 and establishing orphanage - Nepal (HQ)
$2,000.00 Providing piglets for self sustainability and constructed community
		 kitchen - Nicaragua (HQ)
$3,500.00 Free lunch from preschool to 3rd grade kids - Nicaragua (HQ)
$2,500.00 Distribute food packages - Peru (HQ)
$7,000.00 Deliver food packages/medical missions to solve the lack of food
		 for children in poverty - Philippines (HQ)
$3,500.00 Distribute food packages for undernourished infants/Free bread
		 and vitamins - Phillippines (HQ)
$1,000.00 Daycare Ministry, providing bread, fruits and Vegetables
		 - South Africa (HQ)
$2,500.00 Kindergarten Ministry, providing free meals - Tanzania (HQ)
$3,500.00 Providing free 3 meals a day with snacks, help remote learing
		 - Thailand (HQ)
$2,000.00 Education and free meals to 28 orphaned children - Thailand (HQ)
$3,500.00 After School Program - USA (HQ)
$2,500.00 Providing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feeding to poor children
		 - Vietnam (HQ)
Aug-21 $1,500.00 migrant farmer families in Michigan - USA (MI)
$1,000.00 FCCGW - USA (VA)
Sep-21 $1,500.00 Eastern Farm Workers Association - USA (NY)
$1,000.00 Marklund - USA (CHIC)
$5,000.00 Designated donations for Haiti - Haiti (HQ)
$5,000.00 Designated donations for Haiti - Haiti (HQ)
Oct-21 $1,000.00 Three Square Food Bank - USA ( LV)
$5,000.00 Rise Koyhang School - USA (LA)
$1,000.00 New Life Center - USA (CHIC)
$1,000.00 River City - USA (CHIC
Nov-21 $10,000.00 St. Anthony Elementary School - USA (LA)
$1,000.00 Catholic Church - USA (NJ)
$2,000.00 KASCNY - USA (NJ)
$3,500.00 Give Chances - USA (NJ)
$1,000.00 ENOB - USA (NJ)
Dec-21 $10,000.00 Annual Bike Giveawy in Collaboration With SFPD - USA (SF)
$500.00 Park United @Highland park city - USA (MI)
$3,000.00 Milal Disabilty Group - USA (SF)
			
			
			

2021년

$244,285.57

Total $5,040,494.78

Global Children Foundation
4026 Thi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24

Global Childre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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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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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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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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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부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콩고, 도미니카공화국, 동티모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케냐,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리타니아, 멕시코, 몽고, 모잠비크, 네팔, 니카라과, 북한, 파키스탄,
페루, 르완다,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태국,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잠비아 아동들을 도왔습니다.
그 동안 회원 수가 7,000여명으로 육박하였고 전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 20개지부, 아시아
지역에 일본, 한국 그리고 홍콩지부를 포함하여 총23개 지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로 일하고 있는 Global Children Foundation의 일반회비는 매월 10달러, 연
120달러이고 평생회비는 1,000달러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보내지는 회비는 전액 구제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굶주리는 아이 없는 세상을 향한 꿈을 향해, 또 불우한 아이들의
구제와 복지, 교육과 선도를 위해 노력해 왔고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후원금은 결코 헛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직 지구촌 한 구석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끼니와 함께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제24차 총회
• 일정 2022년 7월

• 장소 하와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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