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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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years (1998 – present)

48 countries 
Bangladesh, Bolivia, Burkina Faso, Cambodia, Canada, C.African Republic, Chad, 
China, Congo, Dominican Republic, East Timor, Ecuador, El Salvador, Ethiopia, 
Guatemala, Haiti,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Jordon, Kenya, S.Korea,
Kyrgyzstan, Lebanon, Malawi, Malaysia, Mauritania, Mexico, Mongol, Mozambique,
Nepal, Nicaragua, NK, Peru, Rewanda, S.Africa, S.Asia, Sri Lanka, Sudan,Tanzania,
Thailand, Turkey, Uganda, Ukraine, USA, Vietnam, Zambia

517,000 (estimated) underprivileged children helped

$4,528,000 distributed to feed and educate th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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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안녕하세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신 회원 여러

분과 후원자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

를 기원합니다.

지나온 2019년 한 해를 되돌아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였습니다. 바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 정성과 헌신을 해 주신 이사님들, 또한 총회를 열심히 

이끌어 가시는 염귀옥 총회장님과 기금 모금에 온 전력을 다 

하시는 지역, 지부 회장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재단이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 온지가 어느새 21년이 되

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그동안 누구 한 사람의 힘

이 아닌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의 토대위에 희생과 정성으

로 오늘의 재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함

께 해 오시고 봉사해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작은 바램을 가져 본다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통해 후원지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훗날 사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재단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특히 7월, 

라스베가스 지부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주시고, 8월에는 하와이 지부가 발족되어 지부 

회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으로  많은 회비와 기금이 모금 

되었으며, 10월에 있은 서울 행사도 회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과 고아원 2곳 및 중증 장애인 시설 기관을 

방문하여 성금과 치료기구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새해에도 

기쁜 소식은 유타에 새 지부가 발족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새해에도 건강하

시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s we greet the New Year after 2019 has 
passed… 

Hello!
I wish all of you members and each of your families a great 
hopeful New Year in 2020 filled with God’s abundant grace 
and blessings.

As I took a look at 2019, everything was by the grace of 
our Lord. Thank you to all the board members who give 
their all and sacrifice even with their own busy schedules, 
the Global President Kwiok Yum for leading the National 
Conference, all the presidents of the chapters giving their 
all into generation donations for GCF, all the regional 
presidents, members, and our generous donors.

It has already been 21 years since we have been helping 
hungry children all over the world. Global Children Foundation 
has been successful not by the strength of one person, but 
by the love, sacrifice, and hard work of all of you mothers as 
members. I’d like to thank all the volunteers once again for 
working together all these years.

What we hope for as mothers and as members is that 
through our effort and love, these children near and far grow 
up to become wonderful leaders in society who can lend a 
helping hand to someone else in need in the future.

There were many things that happened throughout the 
year, but especially in July, we had a successful National 
Conference in Las Vegas, even though their circumstances 
were difficult. We had the launch of the Hawaii chapter 
in August and was able to generate a large amount of 
donations and memberships with the great leadership of the 
chapter president. We also had an event in Seoul in October, 
where many members gathered for an excellent program, 
and were able to visit two orphanages and a center for the 
disabled and present our support and donations to them.  
We hear of joyful news of a possible new chapter starting in 
Utah in the New Year!

Thank you always for all of your support and generosity, I 
wish all of you good health and a happy start to the New 
Year, and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Thank you.

이사장 인사말   Message
이사장  정경애
Karen Chung,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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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ear beloved members and 
donors, hope you have been well!

As the year 2019 comes to an end after 
so many happenings, I am grateful for 
the new year 2020 and am thankful 
that I get to send you greetings as we 
take a look at this past year.

As we have distributed funds to 
various locations in January and July, I thought of all 
the children having renewed hopes and dreams thanks 
to all of your precious sacrifice and warm donations. 
I am overjoyed in my heart of gratitude and am very 
proud of all of us.

In August we have launched the Hawaii chapter, 
making us a 23 chapter organization, and I am grateful 
to all of you that next year we are able to support 33 
places in mission work of helping hungry children.

Our organization has received a prestigious award 
from Potomac Korean Forum. We were able to grow 
in this way because of all of your hearts pouring out as 
one to loving these children and sacrificing together.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once again for all your 
hard work and generous donations.

In the new year, I hope that we can come together as 
one once again with hearts full of love so that one day 
no child will ever suffer from hunger.

I pray that God’s abundant blessings will be upon all of 
your homes and places of work.

I love you and may God bless you.

총회장 염귀옥  
Kim Yum, President

총회장 인사말  Message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안녕

하세요?

다사 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인사

드리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인사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1월과 7월 후원지에 후원금을 보내며 우리 회원님

들의 귀한 헌신과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후

원지에서 배고프고 희망을 잃어가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있구나 생각하니 모든  회원

님들게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8월에는 하와이지부가 발족하여 우리 재단이 23

지부가 되었고 내년에는 33곳 후원지에 후원금을 

보내게 되어 성장하는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되었

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Potomac Korean Forum에서 선정하는 

자랑스런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회원님들과 후원자님

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헌신

적으로 봉사하시고 후원하셨기에 우리 어린이 재

단이 성장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

를 표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각 지부에서 한마음 한뜻되어 사

랑하는 마음으로 결속되어 각 지부에서 세계 지구

촌에 굶주린 어린이가 없는날까지 후원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Supporting Countries

Bolivia 

Burkina Faso 

C.African Republic 

Cambodia1

Cambodia2

Dominican Republic 

Ethiopia

Guatemala1

Guatemala2

India

Lebanon

Mexico1

Mexico2

Peru

South Asia

Tanzania1

Tanzania2 

Thailand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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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어린이 재단 여러분,

사)코인트리는 남미의 가장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 그 중 가장 

가난한 주에 속하는 포토시 뽀꼬뽀꼬 (Pocopoco) 지역의 아이들

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난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및 격차를 줄이고, 더 나

아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꿈나무들이 해당 지역의 주춧돌로 성

장하여 사회적 간극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뽀꼬뽀꼬 (Pocopoco) 지역의 아이들 대부분은 가난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과 

비교하여 체구가 작고, 등하교에도 멀게는 2시간 이상 자갈길과 

산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10세 이상 아동 노동이 합법적인 국

가이기에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신체적 노동을 하고 있습니

다.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2019년 글로벌 어린이 재단(GCF)의 후원으로 하반기에도 뽀꼬

뽀꼬(Pocopoco) 지역 교육센터 83명의 아이들과, 기숙사 56명

의 아이들이 더 나은 무료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탄수화물 (쌀밥, 감자) 위주의 식단에서 육고기, 계란, 야

채 및 과일의 추가 구성으로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영양결

핍을 통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균형적인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Hello, Global Children Foundation Members!

Coin Tree is working on educating children in the most 
impoverished part of Bolivia, Pocopoco. We are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to children who otherwise would 
not be able to receive it due to their circumstances. We are 
working hard to help balance out the society, by educating 
these young children to become leaders.

Children in Pocopoco are mostly malnourished. They are 
smaller than the children from the city, and must walk over 2 
hours to and from school. This country allows for children over 
10 years old to work in the labor force, so they are already 
doing a lot of physical labor at this age. They really need a lot 
of nutrition in order for them to grow.

Thanks to the generous donations from GCF in 2019, we were 
able to provide free meals to 83 children and 56 children who 
are staying in dorms. When they were mostly eating rice and 
potatoes, we were able to add more meat and eggs for protein, 
and add in more veggies and fruits to help in malnutrition and 
proper development.

글_사)코인트리 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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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서북아프리카 브르키나파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희 사역은 세워진 빌리지교회 사역과 연계하여 어린이드

림학교 사역을 GCF의 후원으로 가나, 브르키나파소에서 사

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 모두는 진심으로 기도와 후원

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 후반기사역에서는 특히, 가나 멘

사만 어린이 성경캠프와 브르키나파소 탕세가 어린이성경캠

프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 "꿈을 품는 

어린이!"를 통하여 섬기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마다 1명의 교사와 1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긍정적이며, 활발한 모습으

로 바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역지가 빌리지가 되다보니,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늘 그늘

이 보였는데 1년 가량 드림스쿨을 통하여, 기도훈련, 성경쓰

기훈련, 꿈의 인물에 대하여 공부하고 본인의 꿈을 개발하

므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

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여 브르키나파소에서는 복지부에

서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도 받았고, 특히 부모님들이 기뻐

하십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지 아쉬운 것은, 드림스쿨 사역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어

려움도 있습니다.

2019년에도 후원을 통

하여 꺼져가는 그들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후

원이 이곳 아프리카에

는 큰 위로요 사랑입

니다. 감사합니다.

Hallelujah!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from Burkina Faso, West Africa.
Our mission center is connected to the mission work of the Village 
Church and is called Children’s Dream School. We are thriving thanks 
to your generosity. We are grateful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for 
your prayers and donations. Especially toward the end of 2019, we 
were so blessed to be able to serve many children through Bible camp 
and give them the message of hope of Heaven with the title, "Child 
who Dreams!"
Every Saturday 1 teacher and 1 pastor are working in our mission 
center. Many children are becoming more positive and active, and we 
are grateful for that.

Since we are in remote villages, we sensed a dark shade among 
the children, but after working with them for about a year through 
Dream School, training in prayer, writing the Bible verses, learning 
about their dreams and who they dream to become, there have been 
incredible changes in the children. We have even been contacted by 
the city who promised would send more help to us, and the parents of 
these children are overjoyed in the progress.
We provide lunches to all children who participate.
One difficulty we are facing is that we need this work to continue long 
term.
We are truly thankful that you have rekindled their dying hope through 
your generosity in 2019, and we hope you know that your help comes 
to us as great comfort and love in Africa.
Thank you.

글_이용학선교사Burkina F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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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아급식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친척 집에 거주하나 가난해서 

제대로 식사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숙소가 고정된 아이들은 비교적 안정되고 공동의 질서를 배우

며 학업에 열중한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므로 

아이들이 점점 밝은 표정으로 생활한다. 숙소가 부족하여 동네

에서 친척 집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주 1회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돌보고 있음을 의지하며 이 그룹과 함

께 살 것을 희망하고 있다.

2. 모래놀이치료
따뜻하고 보호된 공간에서 놀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

하므로 점차로 안정되고 학교의 성적도 좋아지고 있는 놀이

를 끝내고 간식 또는 급식을 주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

음을 체험하고 있다.

• Feeding the children
We have provided meals to children who are in need. These 
children have lost their parents in the war and now are living 
with their relatives, or their families are so poor that they 
cannot afford to eat properly.
Children who are in stable housing tend to be more focused 
on their studies and are able to learn proper societal manners 
and behaviors. These children are now able to have balance 
mentally, physically and in their health, and have brighter faces 
every day. The children without stabling housing, those who live 
with their relatives can come once a week to have a meal, but 
they wish to live with the group instead.

• Sand Play Healing
They are able to express themselves in a warm and safe 
environment through sand play, and this play helps them improve 
their studies at school. After playing they are served snacks or a 
meal, so they are able to experience someone’s love.

글_이영희수녀Central Afric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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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포이펫 

빈민촌입니다. 대략 1,200가정의 빈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곳에는 

2,000명 정도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포이펫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이곳에 태어난 것

이 아니며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해서 이곳에 태어나지 않

았는 것을 깨닫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를 돌봐야 하며 한끼의 식사로 하루

를 버터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곳에 있는 이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19년 긴급수재민 구호 현황

1) 글로벌 어린이재단 1만불을 포함 전체 총 4만 5천불정도 수재민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2)  긴급구호 기간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만불 사용됨

- 하루 2회 배식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1,400명 대상

- 라면 하루 80박스, 식수 20리터 30통, 세재, 세탁, 기타 등등

- 10월 5일부터 500인분 기준 라면 추가 배식 10월 31일까지

3) 현재 남은 잔액으로 2만 5천불으로 도로 복토 1미터 높일 예정 

2020년 대비 사업

- 우기가 완전히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작업 예정입니다.

- 작업 진행모습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

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This city Poipet is the lowest place where you meet the highest 
One. There are about 1200 families suffering in poverty, and 
there are about 2000 children.
I realize that our children here in Poipet have done nothing 
wrong to be born here, where as others did not do anything 
great to be born elsewhere.
A 5 year old has to take care of a 2 year old, and they have to 
survive on eating one meal a day.
I pray "God, please have mercy on these souls of young children 
here."

2019 Activities

• We were able to gather together total of $45,000 (including 
the $10,000 from GCF) in donations to help these people in 
extreme poverty.

• Emergency funds of $20,000 were used from 9/24 to 10/31
• 2 meals per day for 1400 people
• 80 boxes of ramen and 30 containers of 20L water jugs per 

day, laundry detergent, laundry costs, etc.
• Gave ramen in addition to the 2 meals from 10/5 to 10/31 for 

500 people
• We have $25,000 left and we are using it to fix our roads
• We will start construction around the middle of November 

when the Tsunami season is over
• I will continue to report on the progress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all of you who I respect and love 
so much, members of GCF.
I love you, I thank you. It’s a beautiful world.

Cambodia 글_이기원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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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rrived in Cambodia as usual after my 20 hour flight, carrying 
my usual giant immigration bag filled with medication, toiletries, 
and lice killing shampoo. My Cambodian family live in a village 
called Hansen! This village used to be completely cut off from 
the world for it was filled with people suffering from leprosy. If 
it wasn’t for God’s endless grace and love toward me,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open my heart to come here to help heal 
these people. I have spent 16 consecutive summers here, 3 
weeks at a time, living and sharing God’s love and the gospel 
by providing them with food and medicine.

They are no different than my biological family at this point, 
and they are now becoming adults like my children. They are 
so pure in heart, untainted from the world, and they wait for 
my family to arrive from the break of dawn. Every day we 
repeat this routine: wake up at 5am, have sunrise service, put 
all the goodies into a bag, and start visiting families. Some 
patients have a hard time getting around, so we have to visit 
them in person ourselves.
Cars can only enter to the beginning of the village, so we have 
to walk or ride a bike even with this heavy bag.

Due to high humidity and temperatures over 100 degrees, the 
air is thick and it is difficult to breathe. However, when these 
folks greet me in such a warm way, and when they smile so 
brightly after their treatments, all the thoughts of difficulty 
disappear from my head and my heart is overjoyed with glee. 
I wonder if I am the one actually suffering from incurable 
leprosy of the heart…. I wonder if I am even refusing treatment 
of my heart and hiding from all others in fear and shame…. 
Their puss filled face, hands, and feet are more beautiful than 
my normal looking self.
I wonder just what is the "normal" standard that we’ve 
created…for we are all beautiful precious children in God’s 
eyes….

When I make my rounds of patients in the morning, we eat a 
quick lunch and then make another bag to visit more patients 
in their homes, or we hold a clinic for the villagers at the local 
church that has recently been constructed. 
We usually see about 50-80 patients per day, and after 

Cambodia
treatments we spread the gospel and pray for them to accept 
Jesus Christ into their hearts.

On the other side of this clinic, we do mission work with 
providing people with glasses and lice killing shampoo, and 
teach children praise songs and praise dances. The whole 
village gets into a party mood and greet us with clean and 
beautiful clothes on.

Our work ends at 5pm and we return back to our base camp 
to have dinner, give sunset worship, and talk about what 
happened throughout the day.
The three weeks pass by so fast.
Thanks to your generous donations, we were able to adopt 
more children into the village. These children’s ages range 
from 5 to 17. 

We started this work of missions through adoption 11 years 
ago, and so far 70 children have been adopted into the village 
to give them education, nutrition, and medicine to not develop 
leprosy in themselves.
Even though all that we bring each year are not even close 
to being enough for everyone, we are praying everyday, 
anticipating more help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You don’t know just how much your help means to us and my 
Cambodian family. 
They thought that they were forgotten, that no one cared, 
but slowly a rainbow of hope is appearing in the sky through 
Global Children Foundation’s help!

These villagers had no idea just how precious they were, 
but now they are reborn as children of God, and finding their 
worth in this world.

I pray that children can grow up bright and healthy in a world 
where there is no hunger.
I wish these children can be the end of a vicious cycle of 
extreme poverty and hunger, and that they can dream of 
bright futures.
I am so thankful to all of you at GCF that you are working so 
hard to make such a world seem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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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CF로 귀한 후원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산골 초
등학교를 찾아 성경보급 하였습니다만
은 올해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
으로 인하여 아래 나열한 지역 교회 열 
곳을 선정하여 성경을 보급하였답니
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지역 교회들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토
요 성경 공부반을 운영토록함과 아울
러 일정 금액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간
식(비스켓과 주스 한컵 정도이지만)을 
제공함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는 교회들은 주로 도
미니카 공화국에 와있는 아이티 교회들
로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
고 있는지요.  
어린이 주일 학교뿐만 아니라 성인들
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역 교
회들은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한 갈급한 심령들로서 
교회마다 넘쳐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 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는 말씀이 바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에 각 교회로부터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이 토요 성경 공부반
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얼마나 고마워들 하고 
있는지요. 
다시금 GCF 여러 후원자님들께 저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
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 염려는 되나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Hello!
I am so grateful that we have 
been supported by GCF with your 
precious donations.
We used to provide Bibles to a 
small village elementary school, 
but these year, thank you to 
your generosity, we were able 
to choose 10 churches who need 
our help in distributing Bibles. 
We are very thankful.
I’d like to share the great news 
with you that we are able to run 
a Saturday Bible School for young 
souls to learn of God’s word and 
provide small snacks for them 
(which goes a long way when 
running these programs, even if 
they are just biscuits and juice).
These churches that we have 
been able to assist are Haitian 
churches who’ve immigrated to 
Dominican Republic, and they are 

in dire need.
Things are difficult not just for the children, but for many adults. 
These people in need are full to the brim at the churches, and 
come to gain spiritual bread. I think the verse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is what is 
given to us from God.
Each church reported back to us saying the funds provided 
by GCF have significantly helped running programs for their 
children on Saturday schools, and they are all so grateful for 
the help.
I would like to thank each of you in GCF for your support.
We are a bit worried for next year’s budget has decreased, but 
we believe that the Lord will fill us up in other ways.
We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prayers.
Thank you.

글_이광호선교사 Dominic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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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나눌 수 있어 행복
합니다. 
아디스 아바바는 새로운 꽃(New flowe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가 생긴지 1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중요한 수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
카 55개국의 연합체인 아프리카 유니온 (Africa Union HQ) 본
부가 있고, UN ECA 유엔 경제 이사회의 아프리카 본부가 이곳
에 있어 수많은 국제 기구와 국제 구호단체등 55,000기구가 있
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와는 달리 수도 안에는 수많은 슬럼가와 개발
되지 않은 빌리지가 많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든 모습
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17년의 폐혜와 가뭄으로 나라 전체
가 기아의 나라에서 지내다가 최근 몇년사이에 경제 발전의 경
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 직업과 기술, 교육, 
직업등의 기회를 위해 수도로 인구가 집중하는 사이에 수많은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채 수도로 인근의 차량을 이용해 몰려 
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 전체 비율이 15세 이하가 75%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교육과 직업에 대
한 기회가 없어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GCF의 지원과 협력 사
역으로 지난 1년동안 21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을 볼 수 있
어 행복했습니다.
첫 아이들 3-4명을 통해 이들의 관심사는 신발을 닦고, 차를 
물로 닦어 주고, 차를 잠시 지켜주면서 푼돈을 벌어 하루 1-2
달러의 행복을 볼 수 있어 반가왔습니다. 이런중 GCF를 만나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서 매주 산수, 공용어와 영어, 성경구절 
외우기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와 배드민턴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운동후  아이들이 1주
일만에 처음으로하는 샤워시간도 좋아했습니다. 냄새나는 아
이들, 몸관리, 속옷과 교복, 운동화 보급으로 아이들의 얼굴이 
밞아졌습니다. 공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 영어 성경구절을 통
해 외국어의 자신감 그리고 매주 샤워를 통해 온몸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훈련등으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웃음이 생겨났
습니다. 생명과 같은 돈을 벌어 밥도 먹고 고향에도 조금씩 보
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정규 학교도 못가지만 GCF의 도
움으로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들이 계속 훈련 받고 지원 받아 학교에도 가고 안전한 
쉘터에서 생활하여 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최근 
아이들 외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피난
민들이 경쟁자로 도착했습니다. 시리아 피난민들은 아이들 3-4
명씩 데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
에게 푼돈을 도와주지만 밥값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들을 
초대해 공부도 시키고 무료 급식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
니다. 이웃이 손 내밀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참다운 이웃을 찾
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민 생활로 웃음을 찾을 수 없지만 작은 손
을 통해 시리아에서 온 수많은 아이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줄 수 있
기를 기도합니다. 

We are happy that we can share hopes and dreams with the 
children and young adults on the street.
Addis Ababa has the name "New Flower". Even though this city, the 
Capital of Ethiopia, has a short history of 130 years, it has become 
an important city in Africa. This is because the Africa Union HQ, 
the UN ECA, and over 55,000 other organizations are located right 
here in this city.
Even though this city is booming with organizations, there still are 
many slums and undeveloped villages, where many people are 
having difficulties living. Suffering from 17 years of communism and 
long famine, the whole country of Ethiopia has been experiencing 
an economic boom only in the recent few years. Population has 
increased due to more opportunities that are rising, but this city is 
not yet prepared for this increase, especially for the children. This 
country is comprised of 75% children under 15 years old, so they 
have a good outlook on the future increase in population, but not 
many opportunities exist in education and jobs. Last year I was 
able to experience hope as I helped 21 children due to the help 
from GCF.
Through my first 3-4 children that I met, I was able to watch them 
experience joy through shining shoes, washing car windows, 
watching cars and earning 1-2 dollars per day. I was able to 
meet more children with the funds from GCF and help them learn 
math, English, their own language, and help them memorize Bible 
verses. I was able to play soccer and Badminton with the children, 
which they enjoyed very much. Some of them were so excited to 
take a shower which they had not taken in over a week. I was 
able to assist in giving them assistance in keeping good hygiene, 
providing underwear and school uniforms and sneakers, and saw 
their faces brighten up completely. The children are changing 
every day by gaining confidence in learning, and they’re able 
to practice a foreign language by memorizing Bible verses in 
English. Just the simple fact that they can shower once a week is 
making a huge difference in their lives and self confidence. They 
haven’t changed completely but they’re slowly starting to smile 
and laugh. The little money they did make, they had to send it 
back to their families back home so they couldn’t attend school. 
With help from GCF they are able to actually attend school, and 
they couldn’t be happier.
My wish is that these children continue to receive help so they 
can continue their education in a safe environment so they can 
become leaders in this country. There are also newcomers in this 
area. Refugees from Syria have arrived in this city as well. These 
refugees are living on the streets as beggars with 3-4 children of 
their own, and they are having a very hard time surviving. I hope 
to be able to one day invite them as well so these children can 
also receive education and receive free lunches while they are at 
school. We are looking for true neighbors who can help a neighbor 
in need. I pray that these refugee children can one day find hope 
and gain their smiles back.

Ethiopia 글_박종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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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ike to introduce the mission work focused on children and 
young adults, called Galilea mission.

We have 12 mission fields. Our most focused field are regarding 
children and young adults. This is because the center we are 
running has 350 students and there are 450 children in the 
5 churches that we are involved in. These churches all have 
physical places of worship but do not include adults in their 
services. When you take a look at their family’s circumstances, 
you see that about 23% of the students at school and 70% of 
the children come from very poor families. We share snacks to 
everyone who come to worship on Sundays after worship and 
each time we gather for special occasions, we cannot avoid 
providing food. In this sense, GCF’s donations have been a 
huge help.

Last season we were not able to have as many piglets as 
we anticipated. We found out that it was due to too much 
inbreeding, so we are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better pigs 
that do not come from inbreeding. We are so grateful that we 
were able to use the funds provided by GCF for teaching and 
feeding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our programs.

Our program called Seguidores (one who follows Jesus) is 
a leadership program to grow Sunday school teachers. We 
choose from volunteers from 9th grade to 11th grade and 
are developing them into Christian leaders. At times young 
adults from other churches come to our church to serve as 
teachers and some students are so good at translating English 
to their native language that their talents are being used in 
incredible work of spreading the gospel correctly. When 
a student is selected into the Seguidores program, we give 
them a scholarship for their school (50%-100%), and they 
must serve in children ministry on Sundays. It is meaningful 
for them to put what they’ve learned into action, but it is more 

Guatemala 글_김도언선교사/전청수장로 

importantly effective in self-development and increasing their 
own faith through love for children. We were able to fulfill the 
scholarship portion of this program with other donations, but 
feeding the children was always the difficult part in our budget. 
Not a single student packs their lunch and brings it to school, so 
when lunch time or dinner time comes near, the teachers and the 
missionaries feel so heartbroken for these children.

In Guatemala, they have morning school from 7:30 to 12:30, then 
afternoon school from 1:00 to 6:00. In other words, they expect 
children to eat 3 times a day from home, and then they give a 30 
minute break for snacks and rest. When these children enroll into 
the Seguidores program, there has always been the difficulty of 
providing meals for these children.

We are so thankful every day that you GCF members have been 
able to solve this problem for our children, and we pray that 
our Lord will always bless all the work you do in GCF. I believe 
that there is no happier life for these children than a life without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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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ildren took a field trip to Guatemala City. They visited the 
zoo and saw many animals like lions, giraffes, hippos, and pen-
guins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After the zoo, they visited 
the President’s quarters. They left their village by bus at 3am, 
and I’m sure many of them were carsick since they rarely ride 
on vehicles, but all the children were happily walking around all 
day with bright smiles on their faces. I was overjoyed to be with 
them this day. All they knew for their whole lives was their very 
small village called (추이사카바라?) Through this field trip, they 
were able to experience so much. Now that they were able to 
experience the outside world a bit, I pray that their dreams have 
gotten a bit bigger as well.

As I watched them on this trip, I was excited for them and 
at the same time there was a heavy feeling in my heart. As I 
walked behind them, I thought, who is going to protect these 
children. Satan interfered during lunch time. There were so many 
students who came to visit the zoo that day that there were no 
place available for us to eat the pizza we had brought with us. 
Thankfully there was a small patch of grass with a bit of shade. 
We checked to see there were no prohibited signs and sat on the 
grass. At that time, one of the workers from the zoo came over 
and asked us to leave this area. We left without saying anything 
and ended up eating standing up together.

After lunch time, there was free time for the kids. I followed 
the children around as they happily ran around all over the zoo. 
Then I noticed in that very same area where we were told to 
leave, there was another group of students sitting down together 
eating their lunch. The same worker who told us to leave did 
not tell them to leave. So I asked this worker why. Why did you 
ask our children to leave, but these children are allowed to sit 
in this area? This worker said that their rules changed in the 
middle of the day. Anyone could see that these children sitting 
down were from wealthy communities, wearing uniforms from 

Guatemala
a private school. But you could also tell that our children were 
from a poorer part of the country, wearing their traditional Mayan 
clothes, and not dressed as well. I asked to see the person in 
charge on the zoo and asked for their apology, for we were 
obviously being discriminated against for the way our children 
looked. The person in charge was actually from Canada, and he 
acknowledged the worker’s wrongdoing and sincerely apologized, 
and gave us free passes for the next year’s field trip.

This kind of discrimination is prevalent in society and it’s a big 
problem, but the bigger issue was the attitude of the Principal and 
other teachers of our school. We brought these children to a bigger 
city to help grow their dreams, so I thought that they should’ve 
been outraged by the experience of blatant discrimination they 
just had. However, they were not angry but instead took it as 
more of, "it’s just the way it is" and couldn’t complain to anyone. 

Afte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zoo apologized and gave us free 
passes for next year, they were 
grateful to the extreme that they 
bowed their heads in gratitude 
multiple times. These teachers 
did not feel the discrimination nor 
could they even raise a complaint. 
My heart was heavy. I felt so 
terrible for these children. I am 
not sharing this story to ask you to 
judge these teachers. I am sharing 
so you are aware of the many 
complications that are involved in 
mission work, so that you can help 
us in prayer. I just pray that our 
Lord will embrace these children 
in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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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derban School Children Feeding Programme is supported by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 USA. Two of our Island’s School at Paschim 
Dwarikapur and Baradapur are receiving Mid Day Meals through this 
programme. 
These 365 children (Paschim Dwarikapur(190)  and Baradapur(175) ) are 
underpriviledged and from very poor families. Their parents are mostly 
landless farmers, small fishermen and Agricultural labourers. They don’t have 
sufficient food at their homes and sometimes go hungry without food. ODMS 
– Vision India is running these schools since last few years and providing 
free education along with Mid Day Meals. These meals are provided 5 days 
a week (except Saturday & Sunday). This education along with the Mid day 
meals helps the children to grow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in a Holistic 
manner.
The food – Mid day Meal which is provided to the children are – Rice, Dal 
(lentil soup), vegetables, fish / eggs and sometimes chicken. These are 
cooked freshly and served with love and prayer by the teachers of the 
school.
The contribution / Donation provided by Global Children Foundation are very 
much beneficial to meet the physical need of the poor underpriviledged and 
malnourished children. Through this Feeding Programme many children do 
not suffer from malnutrition & hunger and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They 
grow holistically –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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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_Prof. Dipak Kumar Nath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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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Prof. Dipak Kumar Nath

Syrian Refugee Training Program (For young Kurds and Arabs)
This is a program where we hire Syrian teenagers to teach children 
and give them spiritual training. There is a young person who has been 
working for three years and is now in charge of the nursery school. The 
new staff members who come in as refugees get settled in quickly and 
mature as well. These children come with no future nor hope, and then 
they start to recover their self-confidence. I am thankful that they are 
growing and developing into great human beings who will contribute 
positively in society. We are planting the vision for them to become the 
new leaders of future Syria.

Our center was started about 5 years ago, on April, 2015 with 10 
children. Now this center is more than just for children, for we cater to 
teenagers, mothers, young adults, and other groups. We are thankful 
that as these children and mothers start to develop their faith, it spreads 
into their family members outside of the center, and whole families start 
to become believers in God. I pray that this trend continues.

Sister R who came into the center a year and a half ago has a family 
who’s employed at a farm. Sister R is the eldest daughter, and she was 
brought to the center to be hired as a teen staff member. She started to 
join a Bible study group and became a believer. She spread the gospel to 
her younger siblings, and then eventually to her parents. Now her whole 
family have accepted the Lord as their Savior. Their family dynamic 
changed completely after this. They no longer lived a miserable life as 
refugees, but confesses that God led them to Lebanon in order for them 
to hear the gospel.

Sister R has a vision to return to Syria to spread the gospel to the people 
in her nation. Her parents and siblings share in this vision and are praying 
together.

시리아 난민청소년 훈련(양육) 프로그램 
(쿠르드 및 아랍 시리아 청소년)

시리아 남자/여자청소년들을 센터의 청소년 스태
프로 채용하여 이들에게 교육과 신앙훈련을 시키
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덧 만 3년째 청소년 스태
프로 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성
장을 가져와서 단독으로 학급(유아부)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청소년 스태
프들은 그만큼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하고 있습니
다. 난민으로 레바논에 와서 아무런 미래와 희망
이 없는 이들이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하고, 심리
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미래 시리아를 책임질 비전
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약 5년 전, 2015년 4월에 어린이 10명
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제는 어린이 교육 이외에 청소년 양육, 어머니 모임, 
청년 모임, 기타 각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
사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서, 차츰 어머니와 가끔은 아버지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서 온가족 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일이 번번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만 1년 반전에 들어온 R자매 가정은 농장에서 고용
되어 일을 합니다. 장녀인 R자매(당시 13살)가 청
소년 스태프로 왔고, 성경공부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
했고, 얼마 후에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았고, 주님을 영접했
습니다. 이후에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난민으로 불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
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을 레바논
으로 보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R자매는 앞으로 시리아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
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와 모든 동생들이 동의하고 함께 기도
하고 있습니다.

Lebanon 글_김성국센터장



Winter 2019  |  Global Children Foundation18

Mexico

Thanks to support from the Global Children’s Fund, we have 
been blessed with the opportunity to provide a daily nutritious 
meal to more than 60 children in the village of San Antonio 
Sodzil. Within our village,children fight against malnutrition 
and food insecurity, which manifests through growth stunting, 
high prevalence of diabetes, poor dental health, and childhood 
obesity. Through support from the Global Children’s Fund we 
have been given the capacity to provide complete, balanced 
meals with fresh fruits and vegetables, meat, tortillas from 
our local vendor, and vitamin supplements to children from 
preschool to sixth grade.

Our program has also become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the community members and our organization. First, all of 
our fresh ingredients are sourced from local vendors--our 
produce, tortillas, meat, and tortillas all come from vendors 

within our community. Second, we currently have a rotational 
cycle of 41 mothers who volunteer daily to help administer 
the program. They have formed teams to serve the food and 
maintain the cafeteria space. Finally, we employ two women in 
the community to prepare the meals every day. The program 
truly belongs to the community and we have seen families 
empowered to take ownership of their children’s health. Both 
parents and children know that they can count on at least 
one nutritious meal a day and many mothers have expressed 
gratitude for the benefits that this program has brought to their 
families. This year we are also grateful to have Missionary 
Cesiah Romero as director of the program. She leads and 
mentors a small team of local youth, who also help her plan 
and execute the nutrition program in our village.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글_김승석선교사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19 19

My dear mothers who I respect so much!
"But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Then your Father," (Matthew 6:3-4) As I’ve been 
spreading your love throughout the hills of Chiapas, this year 
is almost coming to an end. Thanks to your generosity, I was 
able to provide meals, vitamins, various parasite medications 
to 15 churches (1287 childre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n 20 churches (1628 childre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at I dearly hope for is that these children are in 
unfortunate circumstances now and are receiving help, but 
in the future they will grow up to become wonderful human 
beings who can help others in need.  I am sure my hope is the 
same as all of yours.

On September 8, one church is located in Santo Domingo, a 
population of 15,000, out of which 10,000 are children, were 
able to spread the love of Jesus through your donations to 120 
children. I am sure Jesus saw their bright and joyful faces as 
they were so excited to participate, and I am confident that 
He would spare no praise for all of you, daughters of God. 
This wonderful work of salvation for children who you do not 
know will be repaid in rewards in the most heavenly way by 
our Father God. I bless you and love you, all the mothers in 
Global Children Foundation.

존경하는 어머님들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께서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3-4) 치아파스 산속 마을을 다
니며 GCF 어머님들의 사랑을 대행하다 보니 한해가 다  저물
어 갑니다. 어머님들의 정성스런 후원금으로 2019년 상반기
에 15교회 1,287명의 어린이들과 하반기에 20교회 1,628명의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주일 급식과 Vitamin, 그리고 회충약, 
상비약을  나누어 주면서 간절한 바램은 “이들이 지금은 불
우한 환경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장차 전 인격적으로 성장
되어 다른 불우한 어린들을 도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
한 사랑을 펴시는 어머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지난 9월 8일 주일 급식 교회는 Santo Domingo 란 마을로 인
구 15,000명 중 어린이들이 약 10,000인데 5년동안 전도되
어 교회 나오는 120명들에게 주일 급식 프로그램을 어머님들
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기쁨에 넘친 행복감을 예수님이 보시
고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이며 “내 딸들아 참 잘하는구나"라
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을 확신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
린이들에게 전해지는 은밀한 이 구제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GLOBAL CHILDREN FOUNDATION 과 모든 어머님들을 예수
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Mexico 글_안아브라함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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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these children can have a meal for free at our 
center is the same as resolving one of their biggest challenges 
of their day. The one lunch they receive in their day gives them 
the strength to live another day. Sadly, two children from remote 
villages lost their lives to parasites last year, so we are working 
on educating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when they come into 
the center about keeping good hygiene when possible so we can 
avoid this tragedy in the future.

어린이 무료 급식소를 통해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겐 삶의 큰 과제를 매일 매일 해결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점심의 이 한끼는 이 곳의 아이들에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지난 해 슬프게도 카세리오 
브리사스 데 아방까이 마을의 어린 아이 2명이 회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무료 급식소에서 비위생적인 
생활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이 곳의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Peru
글_구영주수녀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19 21

Dear Friends,
I am pleased to report on Smile Train's deployment of the 
$7,500 contribution received July 2019. This contribution 
represents the second installment on a grant of $15,000 
approved in 2018. 

Benefits of Using Contribution 

We utilized the contribution to support two critical 
elements of Smile Train's global cleft program. As 
has been noted in prior applications and reports, the 
sponsorship of 100% free cleft surgery is the linchpin of 
our work. In this our 20 th anniversary year, I am pleased 
to report that Smile Train has sponsored more than 1.5 
million free cleft lip and palate surgeries for patients, 
overwhelmingly young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amilies of these children are too poor to afford the 
relatively uncomplicated and relatively inexpensive cleft 
repair surgery that has been routinely provided in the 
industrialized world for decades.

We allocated $5,000 of this contribution to our partner 
Smile Care in Uganda, which provided 20 surgeries for 
children in need. Smile Care has been a Smile Train 
partner since 2012 and has done more than 2,600 
surgeries since 2012. Based on our patient demographic 
profile in Uganda, 12 boys and 8 girls would have received 
surgery through your funding, with surgery generally 
provided at about 6 months of age.

The $2,500 balance of the contribution was allocated to 
support nutritional supports through our partner TESS 
sin limites in Guatemala, which has been a Smile Train 
partner since 2013. Since that time, Tess sin limites has 
provided over 550 surgeries, as well as numerous post-
surgery speech therapy treatments and pre-surgery 
nutritional interventions for children who have had their 
surgery postponed because they are too malnourished to 
undergo surgery. The contribution supported nutritional 
evaluations and the provision of milk and formula to the 
mothers for their children. The average cost for each 
patient was $50, so SO patients benefited from the 
contribution. Based on our patient demographic profile 
in Guatemala, 32 boys and 18 girls would have received 
treatment through your funding, with an average age of 
just under 2 years.

We are most grateful for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Please extend our thanks 
and best wishes to your members for their collective 
generosity, which helps so many wonderful charities 
that are doing important and meaningful work all over 
the world.

South Asia 글_William J. Horan



Winter 2019  |  Global Children Foundation22 Winter 2019  |  Global Children Foundation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1922 23

Tanzania
글_정  현선교사  

Bukoba is a place made of virgin forest located in Northwest 
Tanzania. It has one season throughout the year, a subtropical 
climate due to the humidity of the second largest lake in the world, 
Lake Victoria. Culturally they are still cut off from the world. The 
villagers make their homes with dirt and weeds. They dry leaves to 
put on their dirt floors and live in a primal way.
The villagers do not have access to education, so they cannot read 
or write. If they have to sign something, they use their thumbprint. 
Their hope is for their children to not repeat what they are going 
through in their lives. They dearly requested a preschool to start 
educating their youngest children, so we created the Joyful Nursery 
School.
In the first year, we had 45 students and somehow survived without 
sustainable or steady donations. But from this past year, many 
changes have been made, thanks to the generous donations from 
GCF. First of all, we were able to take in 16 more students, making 
our total student number 61, and we were able to add an additional 
teacher. We are educating these children, 20 students at a time 
per class in a world class setting. There are many other children 
on the waitlist, but we lack the facility to take them in. Second, we 
were able to provide the children nutritious porridge where they 
were lacking major nutrition. Due to this provision, many children’s 
health improved and many skin illnesses are starting to heal. 
However, when they have a month off from school during vacation 
time and come back to school, we see that they have the rashes 
back on their skin. This is all because they are malnourished at 
home and cannot be fed the nutritious porridge that we serve at 
school. Third, we were able to provide them top education through 
various resources and good teachers. These children who were 
always used to seeing the same thing every day are now able to 
experience different things through media outlets and help them 
increase their imagination and creativity. Lastly, to those who had 
no hope of the future, we were able to gift them a possible future. 
Because it is a critical time of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ages 
3 to 6, we are teaching ethics to many children during such an 
important time. We are thankful to GCF for helping us develop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come a strong individual out in the 
world. We will give our best efforts to greet GCF’s generosity with 
bearing clear and bright fruit.
I am deeply moved by the influence of GCF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like the tendons in our bodies. I am excited! I am deeply 
grateful to all members of GCF for praying for years to help our 
unseen children in need all over the world.

탄자니아 북서쪽에 위치한 이 곳 부코바는 원시림으로 
우거져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Victoria호수로 인
해 습도가 높은 아열대성 기후로 일년 내내 한 계절이
다.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주민들도 흙을 잡초와 짙이겨서 집을 짓는다. 집 안에는 
흙바닥에 풀을 말려서 깔고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주민들은 배움의 혜택을 입지 못해 글을 읽고 쓸줄을 모
른다. 부득이 싸인해야 할 경우에는 지문을 사용한다.  
이들의 소원은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목마름으로 유치원을 강청했기에 Joyful Nursery School
을 개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첫 해는 45명의 학생으로 불규칙적인 후원을 통해 지탱
해 왔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GCF를 통해 정기적인 재
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학
생수 16명이 추가되서 61명이 되었고 교사를 한 명 더 추
가하게 되었다. 한 반에 20명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교
육시키고 있다. 더 많은 마을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지
만 시설이 없다. 둘째, 영양이 부족하던 아이들에게 영
양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향상되면서 각종 피부병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데 한 달 방학으로 집에 있다 개학한 아이들을 보면 또 
다시 머리와 몸에 피부병이 돋는다. 학교에서와 같이 영
양죽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째, 교육자료와 교사확
보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늘 같은 것
만 보고 듣던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간접 경험을 시
켜서 상상력과 창조력을 개발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무엇보다도 내일이 없던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미래
를 선물하게 된 것이다.  3살에서 6살까지 인격성장으
로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기에 어린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다. 한 인격체로써 보다 가치있는 삶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적인 자양분이 되어준 GCF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GCF의 후원에 투명하고 맑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 차세대를 양육해내는 GCF를 통한 영향력
이 우리 몸의 힘줄처럼 퍼져나가고 있음이 감동이다!  설
레임이다!  오랜 기간동안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이 시
대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
에서 땀흘리신 GCF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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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zania

Tanzania
There is a very poor and small village in East Africa called 팡
가웨하.
Even though they may be physically poor, they are beautiful 
people with souls who seek truth in life, who never lose their 
smiles.
Little children here may be hungry physically but their hearts 
are all full of dreams of the new world.
The meals that are provided thanks to GCF may seem little but 
it affects their lives in such a huge way to the children and the 
students.
For that one meal, many children gather together.
Because of the free meals provided by the donations from GCF, 
our church is one with many children.
There has even been a blessing of 14 people getting baptized.
We are all so full of gratitude for you.
Because of your huge help, children and students gain strength, 
and that strengthens our mission work here. I cannot help but 
to pray constantly in gratitude.
I pray for the Lord’s love and mercy to be with every single one 
of you, working hard as members of GCF.

어느 동부 아프리카 아주 작은 마을 팡가웨하라는 가난한 마
을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가난하지만 영혼은 삶의 진리를 추구하며 늘 웃
음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육신은 배고프지만 마음은 늘 새로운 세계
를 갈망합니다.
GCF의 급식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하여 많은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GCF가 도와주는 학교급식 도움으로 저희 교회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4명이 세례를 받는 축복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늘 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GCF의 큰 도움으로 아이들과 학생들의 힘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 저희 사역에도 함께 도움이 되어서 저절로 감사의 기
도가 나오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GCF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이 
힘하길 기도합니다.

글_형남권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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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er Kids Home has total of 30 students this new school 
year. We have 12 boys and 18 girls. This year we have five 
new students joined us. Out of them (2 girls and a boy) we 
have three students who are 7th graders. So addition to 14 
students we had earlier this year now we have total of 17 
students who are under 14 of age. We use about 1000 Baht 
($30) per month for their daily living cost and 40 Baht ($1.25) 
per day for their school lunch.

Jasper Kids College students went to Huay Ngu Village to 
help with Lynchee farm and local church children’s program. 
We had 16 boys and 8 girls from the village and had a fun 
activities with learning and had lots of snacks with delicious 

lunch together. 

The Homes of Jasper Kids: Most of our Jasper Kids are 
from villages up in the mountain and the condition of 
their homes are like below. Some have better conditioned 
homes but most of their home are not in good conditions. 
We hope to see new and better conditioned homes 
soon!

Activities at the Home Villages: We play sports especially 
soccer with people in the village. We have learning activities 
and games with village children. And sometime we help farm 
if they are short in hands.

글_황준기선교사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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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summer break in August, we were able to take a field 
trip to a beach in another Province. This trip took 9 hours on 
the bus and lasted for 3 days.
From the first night we got there, we were supposed to return 
home on Friday, but some children were throwing tantrums, 
insisting we come back on Monday instead. Children spent 
such a lovely time there, studying about nature, the ocean, and 
geography.
We are planning on taking a trip to the zoo in another city 
during Christmas break in December. Seeing other places 
outside of their village is absolutely critical in their education 
regarding the outside world, buildings, how markets work, and 
other people.
Children are very healthy and the 5 children we have in our 
nursery school are so extremely smart that we are actually 
wondering how we can help them in the best way in the 
future.
The 4th and 5th graders, which I am in charge of teaching, are 
learning even through videos on YouTube.
I am so thankful every day that God has given us this opportunity 
to live such happy days.
I pray for abundance in His blessings in all your health and all 
the work that you do.

8월 달에 방학을 맞이하여 2박 3일로 9시간의 버스를 타고 
다른 Province 에 있는 비취에 수학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아이들을 도착하는 첫날부터 금요일 되돌아 와야 되는데 돌
아오는 월요일에 되돌아 오자고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습
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연, 바다, 지리 
등등 많은 공부를 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이번 12월 크리스마스 방학 때는 타 도시에 있는 동물원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상 여기 고립된 빈민 지역에
서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도시와 건물들과 상점들과 교통과 
사람들을 자주 봐야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너무 건강하고 지금 자체 운영 유치원 5명의 아이
들은 너무나 명석함을 보여서 어떻게 진학을 도와줄까 생
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담당하는 국민학교 4,5 학년은 반에서 1등
과 2등, 전 직접 YouTube 의 영상을 보여 줌으로써 시각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매일 
매일 하느님 아버지를 통하여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사업에 아버지의 축복 풍성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글_김매들린수녀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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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지 방문기

올 2월 미시간지부의 회원 4명은 중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인 아이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빈곤하여 정부에서도 포기한 씨티 
솔레이의 아이들과 고아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때마침 온 나라가 비상경계령이 내린 상태여서 
거리는 차 한대 다니지 않고 조용하였고 덕분에
(?) 빠듯한 일정에 있던 우리 일행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고아원 6 군데를 이틀 만에 돌아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구역질 나는 시궁창 냄새와 똥오줌으로 널비
한 이곳 쓰레기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하며 생활
하는 이곳 아이들. 고운 진흙을 체에 걸러 곱게 
빚은 쿠키를 햇빛에 말려 만든 진흙 쿠키를 좌판
대에 놓고 파는 여인네들.   

희망이라고는 꿈 꿔 볼 수 없었던 이곳에 글로
벌 어린이 재단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 시작한 
건 3년 전이다. 선교센타 내에 설립한 빵공장을 
시작으로 고아들과 학교 어린이들에게 급식으
로 나눠주기 시작한 작은 빵 한 조각이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아이들은 주린 배를 채우기 시작
했고 버려진 자신 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하
고 있다는 따스한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다. 

추위와 굶주림, 죽음의 공포로 떨던 그런 눈이 아
닌 희망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눈빛을 그들에게
서 볼 수 있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은 아이들에
게 희망이었다.   

Haiti
미시간지부_	이서희이사,	최은숙전회장
	 이은경회장,	정영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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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린이재단(이사장: 정경애)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버지니아 Double Tree By Hilton에서 24명의 이사, 
후원이사, 고문들이 모여  2019년도 정기 이사회를 주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보고와 2020년도 예산, 
사업 계획 및 후원기관들을 결정하였다.  

후원지로는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브키나파소, 캄보디아,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키르기즈스탄, 모리타니아, 멕시코, 네팔, 니콰라구아, 파키
스탄, 페루, 탄자니아, 타일랜드, 베트남, 잠비아, 남아시아지
역, 한국등 35곳의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들
과 난민어린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축과 농작물 재배
등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한 결식아동 구제사업, 그리고 저소
득층 아이들과 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하여 총 $324,220을 책
정하였고 2020년 6월 이사회는 뉴저지 지역에서 개최할 것
으로 정해졌다. 

이번 이사회에서 정경애(샌프란시스코) 이사장이 연임하기로 
하였으며 이명희(홍콩), 전영신(라스베가스), 이사 임명장 수여
식이 있었다.

1998년 동부 지역에서 재미 교포 어머니 14여명으로 시작한 
글로벌어린이재단은,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한국등
에 22여개의 지부가 있으며, 6,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전세계 
불우 어린이를 돕는 자선 재단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정기총회는 인디애나지부, 2021년 정기총회는 하와이 
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0년도 이사회 

•  일정  6월12(금)-13(토)

•  장소 DoubleTree by Hilton Hotel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이사회소식			

미시간지부_	이서희이사,	최은숙전회장
	 이은경회장,	정영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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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총회까지 글로벌어린이재
단을 앞에서 이끌어 오신 이사
장님들, 총회장님들, 반면 뒤에
서 글로벌어린이재단을 힘껏 
밀고 오신 모든 지부의 어머니
들께 중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계셔 구
제와 어머니 사랑으로 하나 되
는 글로벌어린이재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이 영광스런 21차 총회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멕시코 치아파스 산속 
마을을 다니며 GCF의 구제와 사랑의 후원금을 받아 
열악하고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사랑을 전달하며 돌보는 심부름꾼이기에 그 사역 현장 
내용을 나누려고 이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기조 연설이라기 보다 글로벌어
린이 재단의 고귀한 정체성을 함께 확인하면서 어머니
들을 격려 하고져 합니다. 

• 존재의 가치
GCF의 어머니들이 사랑과 구제의 손을 펴는 대상이 
지구촌의 불우한 어린이들입니다. 지구상에는 도움이 
필요 없는 부유하고 행복한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에 시달리는 배고픈 어린이들, 부모의 얼굴을 못
보고 자라는 불행한 어린이들, 그리고 병약한 어린이
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 건
강하고 공부 잘하고 재능이 있는 자녀보다 몸이 약하
거나 재능이 뒤처지는 자녀에게 더 마음을 두시고 품
에서 떼 놓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성애의 심
정으로 세계의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구제와 사랑의 손
길을 펴시는 것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GCF의 고귀한  
존재 가치입니다.  

• 구성원의 특성
많은 단체들의 구성을 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명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권력의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GCF 는 특이하게 어머니들로만 구성되어 있습
니다.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유명인, 재력인, 권
력인 보다 모성애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어머
니들은 한결은 모성애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사회의 건
전한 역군들로 진출시키신 경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GCF의 구성원들은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 굶주리고 
병약한 아동들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어머니들입니다.

• 재원의 고귀성
많은 어린이 단체들의 재원은 모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을 위하여 많은 직원들을 두고 있으며 TV, 신문 
광고와 유명인을 통한 이벤트, 모금 집회 등을 펴서 
모금된 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일부를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GCF의 재원은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어머니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를 하거나, 식품(김치, 고추장, 된장, 기타)
을 만들어 판매하여 직접 만든 돈입니다. (물론 뜻있는 
분들이 후원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대형 다른 어린이 재단들과  글로벌어린이재단의 
재정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가치면에서 
GCF의 재원은 고귀한 것입니다.

• 용도의 선명성
대부분의 단체들은 모금된 돈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GCF도 세계적인 사랑의 구제를 
펴는데 있어  실무적 비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GCF의 이사장님, 총회장님, 각지부 회장님들, 모든 
회원들은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등  모든 경비는 
자비량이시지요?  그렇다면 GCF의 재원은 거의 전액을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하고 고귀한 GCF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높히 치하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머니들은 ‘자부심’을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 비젼
끝으로 GCF의 궁극적 비젼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고귀한 모성애의 구제가 먹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
랑의 구제를 통하여 열악한 어린이들의 영혼을 구원하
고 그들이 어른으로 성장되어 지구촌에서 다양하게 쓰
여지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지는 비젼으로 나가야 합
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10년만 지나면 어른이 될 것
입니다. 그 때에 이들이 이자리에 계신  어머니들로부
터 받은 고귀한 사랑을 다른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들에
게 받은 이상으로 갚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GCF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동들 중 1/10 아니 
1/100 의 아동들이라도 이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
러진다면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펴시는 구제와 어머니 
사랑은 지구상에서 성공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어린이재단을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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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_Abraham	Ahn	치아파스 멕시코 선교사

총회	기조연설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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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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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모금 만찬 및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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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맥 포럼이 제정 Outstanding Washington Award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한국의 IMF사태 직후인 1998년 메릴랜드에서 창립된 이후 
전세계 결식아동돕기와 자립에 기여한 점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했다.

수상패와 상금 1천달러를 수여받았다.

20주년기념 화보출간

Potomac Korean Forum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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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어린이방문

동명아동복지센터			

명진들꽃사랑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준비 

영락애니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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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사 

2019년도 한국 불우아동돕기 참가자 수 총 82명 
10월 11~15일,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유명한 강사님 4분을 모셨습니다. 김미경대표님: 더블유인사이츠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 조서환회장: 프로매치코리아 (행복한 인생을 위해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라), 이요셉소장: 한국웃음연구소
(얼굴을 펴면 인생이 핀다), 김상수교수: 계명대학교 (귀자극 운동법과 경혈) 질문도 받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명아동복지센타, 명진들꽃사랑마을, 영락애니아 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부지역 엘에이, 샌디에고,
일본지부, 홍콩지부에서 준비한 캔디, 과자, 스낵을 선물로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포천아일랜드, 산정호수, 둘레길을 트래킹

했으며, 하와이 평생회원이신 김수미님의 뮤지컬 친정엄마를 관람하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GCF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서울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_서울준비위원장(유승기서부지역회장)

뉴욕 (2) 김에스더/ 전명혜
오클라호마 (1) 홍경애
샌디에고 (4) 김정아/ 유승기/ 이은화/ 한유미
샌프란시스코 (11) 강애나/ 구연숙/ 김금자/ 송경자/ 
 송훈정/ 안경옥/ 안현숙/ 이경연/ 
 이수잔/ 정경애/ 최혜랑
버지니아 (4) 김경순/ 김수영/ 김지혜/ 허정숙
일본 (15)  기요모도 다가고/ 김영숙/ 김정자/ 서정희/  
 송정희/ 아라키 케이고/ 이순자/ 이향림/ 
 정경희/ 조정희/ 천경옥/ 천현숙/ 최영숙/ 
 최은미/ 하귀명

시카고 (4) 김미애/ 성숙영/ 이혜선/ 장인순
워싱턴DC (10) 구희수/ 금글라라/ 김숙자/ 김재인/ 손목자
 이경애/ 주미령/ 채근희/ 한영순/ 강문자
하와이 (6)  강주리/ 변휘장/ 신현숙/ 장상희/ 정미숙/ 하민정
홍콩 (3)  방혜자/ 이경실/ 이명희
인디애나 (2) 서복희/ 염귀옥
로스앤젤레스 (11) Joyce Cho/ 강문옥/ 김귀희/ 김선숙/ 민윤숙/ 오은영
 이정희/ 정루시아/ 조사라/ 지희순/ June kim
라스베가스 (1) 차신재     
미시간 (3) 김미정/ 신용자/ 이서희
뉴저지 (6) 박애경/ 박애리/ 백귀현/ 원혜경/ 정윤주 

지부 참가자 지부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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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부 

뉴저지지부 

글_김에스더회장 	 

글_육애쉴리회장 	 

우리의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그동안 배워온 나눔과 베품의 사랑의 실천으로 회원의 날을 통한 기부금과 후원을 힘입어 추워진 
가을날에 정성으로 모아진 물품을 모아 바지를 열게 되어 귀한 섬김으로 모아진 아름다운 손길 가운데 다문화로 넓혀서 열악한 

환경의 결식 아동을 돌아보게 되고 후원금을 전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됨에 함께 동역한 회원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The Manhasset - Great Neck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Inc $2,000/ Eastern Farm Workers Association $2,000/ 

The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s & Out Cornes $2,000/ SunHan Eut Children Mission of NY $2,000)

인생에 있어서 보다 즐거운 인연의 끈을 맺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올 한해 좋은 분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로 참 행복한 한 해
였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Fort Lee Middle School Band Education $1,500/Wheat Mission $1,000/ENOB $1,000/Give Chance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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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지부

버지니아지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되어 기쁘게 봉사하는 GCF" 란 표어를 걸고 결식 아동뿐 만 아니라, 
질병과 소외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America wheat mission $2,000/Brainy camp $3,000/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1,000/
The family counseling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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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KAF 2.20 Club $2,000/KCFC $500/The family counseling center $500/American Wheat mission $1,000/버지니아 장애인 협회 $1,000)

글_김재인회장 	 

글_이순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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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지부 글_김유자회장 	 

시카고는 올해도 배고프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4월 13일 회원의 날에 bake sale및 반찬 sale, 6월 12일에는 불우아동 돕기 
골프대회가 있었으며 이 행사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어린이들에게 회원들과 함께 후원을 하며 즐겁고,
감사하고, 신나는 행복한 한 해 였읍니다. 시카고 회원님들과 불우아동 돕기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Milal Mission $500/Holmes Middle after School Program $500/Mission of Wings Program $1,000/ Marklund $1,000/Rupley 
Elementary School after school program $1,000) 

미시간지부 글_이은경회장 	 

골프 아우팅과 갈라디너를 통하여 GCF를 홍보하고 기금을 모아 이동농민 자녀들과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 위치한 빈민가의 어린이
들에게 학용품 및 간식등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검진과 VBS등 어린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냈다.  

(Migrant Children Mission$1,000/ Park United @Highland park city$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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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지부 글_나영심회장 	 

5월에는 어린이 돕기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작전까지 바람 불고 비가 와서 걱정하였는데 당일에는 덥지도 않고 너무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9월에는 기금마련 자선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신 연주자분들과 

아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 즐겁고도 기쁜 하루였습니다. 
모여진 기금들은 내년 인디애나에서 있을 총회를 위해 모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클라호마지부 글_배정순	회장 	 

올해도 예년과 같이, 오클라호마지부 회원들은 7월 24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의 툴사 입양아 여름 캠프에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을 맘껏 나누고 왔다.  3박4일간의 만남은 맛있는 음식으로 입양아외 관계자를 섬기는 봉사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좋은 종이접기, 한글이름쓰기, 입양아 한국음식 만들어 시식하기와 입양아 부모님들의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은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좋아서  우리 역시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   올 한해도 회원들의 뜨거운 GCF사랑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Winter 2019  |  Global Children Foundation38

로스엔젤레스지부 글_이정희회장 	 

많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직접 김치를 만들고 각종 밑반찬을 만들며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사진 전시회와 
가든 음악회를 통해 많은 기금을 마련하여 많은 곳을 후원하였다.

(Disabled Support $300/ Caheanga School $1,963/ Korean American family $2,000/ 1 Global education school $2,639/
2 Global education School $1,796/Sammy Lee school $3,355/Seoul Children $82/Caheanga School $2,580)

샌디에고지부 글_김정아회장 	 

걷기대회, 자선음악회, 골프대회등으로 회원들의 사랑의 헌신으로 장애인 주말학교 피크닉 봉사도 하고 연말에 6군데에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기쁨을 얻었다. 함께 한 해 동안 섬김의 본으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Love Church $1,000/ Hand in Hand $1,000/Me And Mom $1,000/ Abundant Life Community $1,000/ Hanbit Church $1,000/
Hope Church Korean Schoo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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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지부 글_조종애회장 	 

회원의 날과 골프대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GCF를 홍보하였으며 모금된 기금으로 지역 어린이들에게 어머니의 작은 마음을 
전하였다. 자전거 도네이션과 저소득층 난민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어린이 옷등을 기증하였습니다.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 (San Francisco) $6,500/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 (San Jose) $3,500/ 
Oakland Refugee Children $2,500)

라스베가스지부 글_차신재회장 	 

라스베가스 지부에서는 3월과 9월에 Three Square 재단을 통하여 주말 결식 아동 돕기 Back pack 봉사를 하였습니다. 
3월에는 $1,000 (+ matching fund 2,000, 9월에는 $2,000 (+ matching fund $4,000)의 후원금도 함께 전달 하여서 

올해 토탈 $8,000의 음식을 결식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Winter 2019  |  Global Children Foundation40

오렌지카운티지부 글_윤영재회장 	 

Irvine Korean Cultural Festival 에서 어버이날 맞이 Carnation 만들기 행사를 통하여 판매 및 기금 마련과 
6월에 밀알(장애인 사역) 행사에 점심식사 대접하였습니다.

 (Wheat Mission $150)

하와이지부 글_강주리	회장 	 

8월 2일 와이키키 워터마크에서 전 세계 한인 여성들로 구성된 23번째 하와이지부 발족행사가 있었다. 
하와이 지부는 강주리회장을 비롯하여 임원과 많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하와이 지역 어린이와 해외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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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지부 글_이경실회장 	 

이 지구촌에 굶주리는 아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뜻과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우리 마음이 
더욱 밝아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후원금의 액수보다도 지구촌 불쌍한 고아 아동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들이 

더 아름답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이라 믿습니다.

일본지부 글_하귀명	회장 	 

동경 도큐백화점도큐투인즈에서, 아시안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김치, 김밥, 핫도그를 판매하였다. 후지 칸츄리에서 첫 1회 골프 콤페를 주최하여 
지역 사회에 GCF를 홍보하였으며 마련된 기금은 본부를 통하여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린이들과 난민 어린이들에게 먹걸이를 제공하고, 

결식아동구제사업,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 아동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전달할 것이다.(Tokyo Korean Schoo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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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염귀옥	사무장 안경옥 	 

DC 김보환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아시아지역

VA 이순성 	 NY 김에스더	 지역회장 오재노 	 NJ 박수잔		 	 

IN 나영심	 OK 배정순CHIC 김유자		 	 MI 이은경	 지역회장 조은재 	 

SD 이은화 	 LV 이윤희		 	 SF 안현숙	 OC 윤영재 HI 강주리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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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회장단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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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18 2018 - Donation Receipts Sent-out/ Headquarters
 18 2018 - News Letter Sent -out/ Headquarters
 18 2019 - 1st Sponsorship Fund Transfer/ Headquarters
 19 Haiti patrons visit/ Michigan
 Feb-19 Hanna Mission/ New Jersey
 19 Dumplings sharing feast for the new year/ New Jersey
 19 Badge order/ Headquarters
 19 Fundraising Love Sharing Bazaar/ Los Angeles
Mar-19 Three square Lunch Packing Volunteer for Children/ Las Vegas
 19 Participated in Asian Festival/ Japan
 Apr-19 Membership's Day -  One Day Café & Bake Sale/ Chicago
 19 Haiti Lee Missionary Sponsorship Report/ New Jersey
 19 Membership's Day/ San Francisco
 19 Membership's Day/ Washington DC
 19 Membership's Day/ Virginia
 19 Membership's Day/ Indiana
 19 Membership's Day - Walking Tournament/ Las Vegas
 19 Participate in events to help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os Angeles
 19 Fund raising bazaar/ New Jersey
 19 Membership's Day_Gala Dinner/ New York
 19 Membership's Day_Walking Tournament/ San Diego
 19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San Francisco
 19 Fund raising bazaar/ Virginia
 19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Washington DC
 19 Membership's Day/ Los Angeles
 19 Fund raising bazaar/ Hong Kong
May-19  Promotional Video Production/ Headquarters
 19 Membership's Day_ Art Museum tour / Michigan
 19 Visit Caheanga school School to Deliver School Supplies/
  Los Angeles
 19 Fund raising bazaar/ Orange County
 19 Disabled weekend school picnic service/ San Diego
 19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Indiana
 19 Fundraising Charity Concert/ Las Vegas
 19 Financial Statement & Audit Report Complete/ Headquarters
 Jun-19 Board of Directors' Annual Meeting/ Headquarters
 19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Chicago
 19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Michigan
 19 Fund raising photo exhibition/ Los Angeles
 19 Fundraising Charity Concert/ Los Angeles
 19 American Wheat Mission/ Chicago
 Jul-19 2019 - 2nd Sponsorship Fund Transfer/ Headquarters
 19 21st Regular General Meeting/ Headquarters
 19 Korean Adoptee Summer Camp Cooking Classes in Tulsa/
  Oklahoma
 Aug-19 20th Anniversary Pictorial Publishing Ceremony/ New Jersey
 19 The Hawaii Branch of the GCF was newly launched/ Hawaii

 19 Fundraising concerts for children in need/ San Diego
 19 Bazaar Events/ Hawaii
 Sep-19 GCF PR Activities at KONO Events/ San Francisco
 19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San Diego
 19 Korean Festival Food Bazaar/ Washington DC
 19 Fundraising Charity Concert/ Indiana
 19 2Global  education schoo/ Los Angeles
 Oct-19 Tokyo Korean School/ Japan
 19 1Global  education school/ Los Angeles
 19 Lee Missionary Sponsorship Report/ Michigan
 19 11st  Keeping your health & Walk-a-Thon/ New Jersey
 19 Holmes Middle after School Program / Chicago
 19 Seoul Events & Children's visit/ Headquarters
 19 Fundraising Gala Dinner/ Michigan
Nov-19 Fundraising Golf Competition/ Japan
 19 School supplies sponsored by Sammy lee school/ Los Angeles
 19 Fundraising Love Sharing Bazaar/ New Jersey
 19 Mission of Wings Program / Chicago
 19 Marklund/ Chicago
Dec-19  Fort Lee Middle School Band Education / New Jersey
 19 Wheat Mission / New Jersey
 19 ENOB/ New Jersey
 19 Give Chance / New Jersey
 19 America Wheat mission / Washington DC
 19 Brainy camp / Washington DC
 19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Washington DC
 Dec-19 The family  counseling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Washington DC
 19 Rupley Elementary School after school program / Chicago
 19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 (San Francisco)/
  San Francisco
 19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San Jose)/ San Francisco
 19 Oakland Refugee Children/ San Francisco
 19 Mailed year end greeting letters/ Headquarters
 19 Mailed 2019 winter Newsletter/ Headquarters

2019 경과보고 

김문자(NY)

김정아(SD)

염귀옥(IN)

전영신(LV)

천경옥(JP)

최영숙(JP)

Karoly Repasi(WI)

특별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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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19 $2,500.00 Local children's clothing and food service support business
   - Dominican Republic (HQ)
 19 $7,500.00 Street children free meals - Ethiopia (HQ)
 19 $7,500.00 Food Relief Service for 100 Children (2-14 Yr) - Peru  
   (HQ) 
 19 $5,000.00 Syrian refugee ministry - Lebanon (HQ)
 19 $6,000.00 A ministry that cares for children abandoned by parents  
   whose parents are born with AIDS and have AIDS disease
   - Zambia (HQ)
 19 $6,000.00 Establish schools for poor children and give them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feeding. - Bolivia (HQ)
 19 $7,500.00 Medical ministry / Children's meals
   Re-training ministry of local pastor - Guatemala (HQ)
 19 $5,000.00 Adoption ministry / ministry to care for children of lepers
   - Cambodia (HQ)
 19 $7,500.00 Cleft Lip and Palate  surgery /Feeding system - South Asia  
   (HQ)
 19 $2,500.00 Pig farming project to help needy children - Guatemala  
   (HQ)
 19 $4,500.00 Support for poor children scholarships and uniforms / Free  
   kindergarten administration - Tanzania (HQ)
 19 $3,000.00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 Operation of hospital  
   pharmacy clinic / Food ministry
   - Central African Republic (HQ)
 19 $7,500.00 Short and long-term projects that can escape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poverty of children - Mexico (HQ)
 19 $5,000.00 Children's Education Ministry / Scholarship Ministry /  
   School Supplies / Food - Burkina Faso (HQ)
 19 $5,000.00 Children's Education and Food Ministry - India (HQ)
 19 $5,000.00 Next Generation Children's Education / Kindergarten  
   Ministry - Tanzania (HQ)
 19 $7,500.00 Children's Education and Food Ministry - Mexico (HQ) 
 19 $6,000.00 Orphan children's meals and education - Thailand (HQ) 
 19 $5,000.00 Food Relief Service for Poor Children - Cambodia (HQ)
 Feb-19 $1,000.00 Give Chance - USA (NJ)
 19 $2,000.00 Hanna Mission - USA (NJ)
 Mar-19 $1,000.00 Tokyo Korean School - Japan (JP)
 19 $1,000.00 ENOB- USA (NJ)
 19 $1,000.00 Three Square Food Bank - USA (LV)
 May-19 $500.00 T F C C - USA (VA)
 19 $1,962.85 Chuenga School Activity - USA (LA)
 19 $500.00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 USA (VA)
  Jun-19 $1,000.00 America wheat mission  - USA (DC)
  19 $150.00 Milal Mission - USA (OC)
  19 $500.00 American Wheat Mission - USA (CHIC)
  Jul-19 $2,500.00 Local children's clothing and food service support business
   - Dominican Republic (HQ)
  19 $7,500.00 Street children free meals - Ethiopia (HQ)
  19 $7,500.00 Food Relief Service for 100 Children (2-14 Yr) - Peru  
   (HQ)
  19 $5,000.00 Syrian refugee ministry - Lebanon (HQ)
  19 $6,000.00 A ministry that cares for children abandoned by parents  
   whose parents are born with AIDS and have AIDS disease
   - Zambia (HQ)
  19 $6,000.00 Establish schools for poor children and give them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feeding. - Bolivia (HQ)
  19 $7,500.00 Medical ministry / Children's meals
   Re-training ministry of local pastor - Guatemala (HQ)
  19 $5,000.00 Adoption ministry / ministry to care for children of lepers
   - Cambodia (HQ)
  19 $7,500.00 Cleft Lip and Palate  surgery /Feeding system
   - South Asia (HQ)
  19 $2,500.00 Pig farming project to help needy children
   - Guatemala (HQ)

  Jul-19 $4,500.00 Support for poor children scholarships and uniforms / Free  
   kindergarten administration - Tanzania (HQ)
  19 $3,000.00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 Operation of hospital  
   pharmacy clinic / Food ministry - Central African Republic
    (HQ)
  19 $7,500.00 Short and long-term projects that can escape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poverty of children - Mexico (HQ)
  19 $5,000.00 Children's Education Ministry / Scholarship Ministry /  
   School Supplies / Food - Burkina Faso (HQ)
  19 $5,000.00 Children's Education and Food Ministry - India (HQ)
  19 $5,000.00 Next Generation Children's Education / Kindergarten  
   Ministry - Tanzania (HQ)
 19 $7,500.00 Children's Education and Food Ministry - Mexico (HQ)
 19 $6,000.00 Orphan children's meals and education - Thailand (HQ)
 19 $5,000.00 Food Relief Service for Poor Children - Cambodia (HQ)
 19 $2,000.00 2.20 Club_US-Korea Arts F - USA (VA)
 19 $1,000.00 Migrant Children Education Fund - USA (MI)
 Aug-19 $20,000.00 AENEA'S HOME - South Korea (HQ)
 19 $7,000.00 Dong Myung Child Welfare Center - South Korea (HQ)
 Sep-19 $7,000.00 Myungjin - South Korea (HQ)
 19 $3,000.00 Brainy Camp - USA (DC)
 19 $2,000.00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 USA (LA)
 19 $2,000.00 Three Square Food Bank - USA (LV)
	 19	$10,000.00	 Emergency	relief	from	flood	-	Cambodia	(HQ)
 19 $1,796.28 2Global  education school - USA (LA)
 Oct-19 $2,639.22 1Global  education school - USA (LA)
 19 $500.00 Holmes Middle after School Program - USA (CHIC)
 Nov-19 $3,355.30 Sammy lee school - USA (LA)
 19 $2,580.00 Caheanga school - USA (LA)
 19 $1,000.00 American Wheat Mission - USA (VA)
 19 $1,000.00 Mission of Wings Program - USA (CHIC)
 19 $1,000.00 Marklund - USA (CHIC)
 Dec-19 $1,000.00 America wheat mission - USA (DC)
 19 $1,500.00 Fort Lee Middle School Band Education - USA (NJ)
 19 $1,000.00 Wheat Mission  - USA (NJ)
 19 $2,000.00 The Manhasset - Great Neck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Inc - USA (NY)
 19 $2,000.00 Eastern Farm Workers Association - USA (NY)
 19 $2,000.00 The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s & Out Cornes 
    - USA (NY)
 19 $2,000.00 SunHan Eut Children Mission of NY - USA (NY)
 19 $1,000.00 Love Church  - USA (SD)
 19 $1,000.00 Hanbit Church - USA (SD)
 19 $1,000.00 Me And Mom - USA (SD)
 19 $1,000.00 Abundant Life Community - USA (SD)
 19 $1,000.00 Hand in Hand - USA (SD)
 19 $1,000.00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 USA (DC)
 19 $1,000.00 The family  counseling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 USA (DC)
 19 $6,500.00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 (San Francisco)
   - USA (SF)
 19 $3,500.00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San Jose)
   - USA (SF)
 19 $2,500.00 Oakland Refugee Children - USA (SF)
 19 $1,000.00 Rupley Elementary School after school program 
   - USA (CHIC)
 19 $500.00 Park United @Highland park city - USA (MI)
 19 $1,000.00 Korean American Disabled People's Association
   - USA (VA)
 19 $1,000.00 Hope church Korean School - USA (SD) 
 2019      $323,983.65

 Total $4,528,544.21

명예이사장 방숙자(NJ)

이사장 정경애(CA)

부이사장 성숙영(IL)/ 조안젤린(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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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자(MD)/ 송인숙(NJ)/ 유웬디(CA)/ 이경자(MD)/ 이명희(HK)/ 이희숙(CA)/    

 전영신(CA)/ 조은옥(VA)/ 최평란(VA)/ 최혜랑(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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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손영환(MD)/ 송철섭(NJ)/ 정좌희(CA)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명단	(2020년도)

후원금보고 





Winter 2019  |  Global Children Foundation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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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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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Kong,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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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uritania, Mexico, Mongol, Mozambique, Nepal, Nicaragua,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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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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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만 달러를 모금하여 한국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부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콩고, 도미니카공화국, 동티모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과테말라,

아이티,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케냐,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리타니아, 멕시코, 몽고, 모잠비크, 네팔, 니카라과, 북한,페루, 

르완다,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태국,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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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자들로 일하고 있는 Global Children Foundation의 일반회비는 

매월10달러, 연120달러이고 평생회비는 1,000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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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어린이재단

													제22차	총회

•  일정  2020년 7월 10~12일

•  장소 Renaissance Indianapolis North Hotel
  11925 N. Meridian St., Carmel, Indiana 46032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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