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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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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어린이 재단

What we are doing...

Global Children Foundation

18 years (1998 – present)

33 countries 

(Bangladesh, Cambodia, Canada, Chad, China, Congo, East Timor, Guatemala, 
Haiti,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Jordan, Kenya, Korea, Kyrgyzstan, 
Malawi, Mauritania, Mexico, Mongol, Mozambique, Nepal, Peru, South Africa, 
Sri Lanka, Sudan, Tanzania, Turkey, Ukraine, Vietnam, Zambia, United States)

450,000 (estimated) underprivileged children helped

3,437,507 distributed to feed and educate th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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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GCF회원 여러분, 그리
고 물심양면으로 Global Children 
Foundation을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숙자 명예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지난 4년간 재단 이사회를 이끌어 
오신  손목자 전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제가 
금년부터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여러 이사님들과 함께 앞으로 이

사회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총회를 열심히 이끌어 오신 성숙영 총회장
님과 여러 지역/ 지부 회장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
니다.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개
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이 흘러 내려갈 줄 믿
습니다. 또한 GCF회원들에게 더더욱 감사한 것은  매년 
불우아동 예산 책정금 외에도 큰 재해가 날 때마다 긴급 
구호 자금에서 지진이나 수나미 피해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
릅니다. 이 모두가 지난 18년 동안, 어머니들의 희생과 
정성과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재단은 해외 오지에 계시
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허기진 아이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는 동시에 절망 중에 있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
어 한 아이의 일생이 변하고 또 이 아이들이 도움을 받
으면서 나눔을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이사회에서는 차기 총회장(2017년-2018년)으로 미
시간에 거주 하시는 이서희 이사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서희 차기 총회장은 오랫동안 GCF에 몸담아 봉사 하
시면서 미시간 지부 회장(4년), 중부 지역 회장(4년)을 
거친후 현재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금년 6월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우리의 이 귀한 일이  
한인 어머니 1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2세들에게 지속
되도록 차세대 분과를 총회에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우리의 시작은 14명으로 비록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재단을 신뢰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하
신 축복이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members and support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tinued and generous 
support over the past 18 years. Without your dedication 
and commitment,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 
could not achieve all the good it has done so far.

I would like to thank the Past Chair, Kim Sohn, who served 
as Chair of the Board over the last four years – and guided 
our organization toward its current success.

Together, we are working toward a collective vision – to 
grow our membership base to scale up our fight against 
child hunger globally. During our last board meeting in early 
June, we decided to have the Next Generation Committee 
expand its members – not only to younger generations 
but also to members beyond the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community. Doing so will not only ensure our 
mission continues but also help more underprivileged 
children around the world.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you again for all your support, 
and I kindly request you to continue with us in our work to 
help our children globally.

May God bless you!

Thank you

이사장 인사말   Message
이사장  정경애

Karen Chung,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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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며……

오늘 혜민 스님의 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을 다시 읽
어보며 동감하며 몇 귀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히틀러와 테레사 수녀님이 함께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공포와 미움이 기반을 이루면 히틀러가 
되는 것이고 타인을 향한 자비와 이해심이 강해지면 테레사 
수녀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MIND CONTROL에 대한 말씀
입니다. 희생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GCF회원들은 아름다운 
일, 가치있는 일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
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아픔과 고뇌를 느끼
기도 합니다. 70억 인구 하나 하나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도록 신이 창조해 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와 더불어 지혜를 주셔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 두뇌도 주셨습니다.
  
GCF의 일은 좋은 모델입니다. 좋은 일을 하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각자를 하나로 묶는 스킬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성공이냐 실패냐로 나뉠 것입니다. 그 근본 조건은 사
랑과 이해와 배려와 화합과 존중입니다.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에 우리의 인격은 나타납니다. 남을 존중하면 자신이 높
아집니다.

세계를 위해 불쌍한 어린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위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근본적이
고도 중대한 이념을 놓치고 엉뚱하게 행동한다면 '진정한 사
랑의 단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있는 GCF 라면 좀 더 넓은 가슴으로, 좀 더 높은 차원
으로 우리 자신부터 들여다 보고 스스로 깨우치고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GCF는 지혜롭고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는 단체입니다.  여
러분들의 열정의 결과로 올해는 8개의  후원지에 약 150,000
불의 성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4,5월에 걸친 두 번의 
지진으로 큰 재해를 당한 에쿠아도르에도 3만불의 구호금을 
보냈습니다.

7월에는 기조 연설자로 김숙 전 유엔 대사님을 모시고 LA 지
부 주최로 총회를 갖게 되어 루시 박 회장님, 써니 킴 총회 준
비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임원진이 총 출동하여 GCF의 위상
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본부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GCF를 알리기 위해 새로
운 Website 작업을 하고 있으며 Database도 수정 작업에 들
어갔습니다.

기본 정신인 '사랑의 나눔'에 더욱 치중하면서 우리 스스로 크
게 성장해 나가는 멋진 GCF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With thanksgiving……

Today, re-reading a writing of HyeMin, 
a Buddhist monk -- ‘those that can be 
seen at last, when you are still’ --, I 
wanted to share some passages that 
touched me.

“In our hearts, we have both Hitler 
and Mother Teresa. 
When fear about my existence itself 
and hatred becomes my foundation, 
I become Hitler, and when mercy to-
ward others and understanding wins 
over, I become like Mother Teresa.” This is about Mind Control. 
About sacrificial heart. GCF members are people who gathered 
for a beautiful and worthy cause. Thinking about that work 
makes me feel proud and happy. But from time to time we feel 
pain and anguish in relationship with others due to differences 
in thinking. This is unavoidable because God created 7 billion 
people all different in how they look and think. To human be-
ings, however, He gave also wisdom and brain to learn how to 
get along together. 
  
The GCF work is a good model. Whether it is a success or fail-
ure will largely depend upon how to bring everyone with dif-
ferent ideas together into unity for the purpose of doing good 
work. Its basic premise is to be loving, understanding, consid-
erate, united, and respectful of one another. Our character is 
revealed even in our single word and attitude. When we show 
respect for others, we are lifted up. 

If our great purpose is to take care of the future of needy chil-
dren in the world and give them hope, we cannot lose sight of 
this fundamental and important ideology before we can become 
an organization of true love. If GCF takes pride in ourselves, we 
will need to examine ourselves first with a more open heart and 
a little higher standard, to be awakened and excel. 

GCF is an organization of many wise and mature people. As a 
result of your passion, this year we will send about $150,000 
to 8 places we support. And we sent a relief fund of $30,000 to 
Ecuador hit by two big earthquakes in April and May.

In July, an Annual meeting hosted by the LA Branch will be 
held with Sook Kim, the former Korean ambassador to UN, as 
keynote speaker. The LA Branch president, Lucy Park, and the 
Annual meeting preparation committee chair, Sunny Kim, along 
with other officers are putting their best effort to raise the GCF 
image.  

The headquarter office has gone into the work of updating the 
website for more effective outreach of GCF and bringing the 
database up to date.

Focusing more on ‘sharing of love’, our basic motto, I hope 
that we all become amazing people of GCF who grow more and 
more ourselves. 

총회장 성숙영  
Grace Sung, President 

Message    총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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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Ecuador

지난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 7.8 규모의 대지진을 겪은 에콰
도르를 돕기 위해 글로벌 어린이 재단 본부에서는 6월 29일 워싱
턴 DC 주재 Ecuador 대사관을 방문하여 세바요스 대사(Francisco 
Borja Cevallos)를 만나 지진 피해 구호 기금 30,000불을 전달하
였다. 페데르 날레스와 에스메랄다스 두 지역에서 발생한 대 지
진으로 660여명의 사망자와 4,6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5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집과 부모를 잃고 큰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세바요스 대사는 직접 찾아와 큰 재난을 당한 에콰도르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 GCF의 인류애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피력했
다. 특별히 고통 속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요긴하게 사용해 달
라는 임원진의 부탁에 기꺼이 동감하였다.

이 자리에는 미구엘 카르보-베니테스(Miguel Carbo-Benites) 에
콰도르 총영사가 동석 했으며 정경애 이사장, 성숙영 총회장, 손
목자 전 이사장, 이경자 이사, Washington DC 주재 대한민국 김
동기 총영사가 함께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김동기 총영사는 세계의 기아 해결을 위해 18년간 봉사해온 GCF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으며 한국의 국위 선양에도 기여 했
다고 하였다.

한편, 에콰도르는 현재 도로와 다리, 건물등 마을 전체가 파괴되
고 전기와 수도가 끊어졌으며 특히 그 지역의 학교도 모두 파괴
돼 어린이들이 학교에도 갈수 없는 상황이며 전염병에 취약한 어
린이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태라 한다. 먹을 물과 식품, 의약품 생
필품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한데 GCF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주어 큰 혜택을 보
게 되었다고 감사해 했다.

GCF 본부에서는 세계 재난 구호 기금을 따로 예비해 두어 필요 
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재난 구호 기금을 사용하여 도와 준 나라입니다.
      2016년 에콰도르 지진 피해 어린이 돕기 - $30,000
      2015년 네팔 지진 피해 어린이 돕기 - $27,550
      2014년 필리핀에 재해 (태풍 하이옌) - $40,000
      2011년 일본 지진 피해 어린이 돕기 - $50,000
      2010년 아이티 지진 - $40,000

에콰도르 지진 피해 구호 기금 전달

Ecuador earthquake disaster relief funds 
donated

In order to aid Ecuador hit by two severe earthquakes with 
a magnitude of 7.8 in April and May of 2016, Global Children 
Foundation visited Ecuador Embassy in Washington DC on 
June 29, met Embassador Francisco Borja Cevallos, and 
delivered the relief funds of $30,000. The great earthquake 
that took place in two areas, Pedernales and Esmeraldas, 
caused more than 660 deaths, 4,600 injured, and more than 
150,000 children suffering the loss of home and parents.

Embassador Cevallos said that he was deeply moved by GCF’s 
love for humanity to send comfort and hope to Ecuador people 
who were struck with a great disaster. They shared the same 
sentiment that the funds should be used with priority going to 
the afflicted children. 

Also attending in this meeting were Miguel Carbo-Benites, 
Ecuador Consul General; Kyung Ae Chung, Board Chairperson, 
Sook Young Sung, President, Mok Ja Sohn, former Board 
Chairperson, Kyung Ja Lee, Board member (all from GCF); and 
Dong Ki Kim, Korea Consul General stationed in Washington 
DC.

Dong Ki Kim, Korea Consul General showed high regard for 
the GCF members’ effort to solve the world hunger problem 
for 18 years and mentioned that it contributed to raising 
Korea’s prestigious image as a nation.

On the other hand in Ecuador, road, bridge, buildings, and the 
entire village have been destroyed with electricity and running 
water cut off, and the area schools have been all destroyed 
as well. It is impossible for children to go to school under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urgent need is to protect the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contagious disease. Drinking 
water, food, medicine, and everyday necessities are in great 
need and they were grateful for the cash contribution of GCF 
which can be used to buy everything they need locally.

GCF headquarter manages a separate relief funds for 
disasters around the world to be used in times of need. The 
list below shows the use of this relief funds in the past

2016: Ecuador earthquake disaster aid for children - $30,000
2015: Nepal earthquake disaster aid for children - $27,550
2014: Philippine typhoon Haiyan disaster aid - $40,000
2011: Japan earthquake disaster aid for children - $50,000
2010: Haiti earthquake disaster aid - $40,000

▲ 왼쪽 부터 미구엘 카르보-베니테스 에쿠아도르 총영사, 정경애 이사장, 
프란시스코 세바요스 대사, 성숙영 총회장, 손목자 전 이사장, 이경자 이사, 
김동기 주 Washington DC 총영사

▲ GCF 임원들이 미국 내 여러 기관에서 온 구호 물품을 에콰도르로 
전달을 준비중인 방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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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호 선교사 

방글라데시  Bangladesh

방글라데시 북부 울리뿔 군에 위치한 한센자녀 호스텔과 울리뿔 

가나안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600여명의 지역 아동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 지역의 

극빈 한센가정 아동들과 발달장애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결식아동 300여명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고 생활교육,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에 먹지 못함으로 오는 아동들의 저성장 방지와 

정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 받는 한 끼 식사가 유일한 하루 식사로 고픈 배를 움켜쥐고 

급식장 주변에서 힘없이 급식을 기다리는 결식아동들이 

금년부터 매주 두 차례씩 먹을거리 마련을 위한 농사법 수업과 

실습 교육을 받고 있고 호스텔 어린이들도 방과 후 텃밭 가꾸는 

일을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대부분 구걸로 연명하거나 정규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는 가난한 무학력자들이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일을 방치하여 건강 상태는 물론 표정이 어둡고 

학업 성적도 낮았던 이 지역 어린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건강 

상태와 학업성적도 향상됨을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만성적 의타심에 사로잡혀 

있는 방글라데시의 극빈 가정 어린이들과 한센 가정 자녀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정성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GCF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 결식아동들의 급식 준비로 분주한 주방 사역자들 

결식아동 급식사업 Undernourished Children Feeding Project 
in Bangladesh

At the hostel for Hansen’s disease parents’ children and the 
Ulipur Canaan elementary and the secondary schools located 
in the northern Bangladesh, Ulipur District, more than 600 
children are being assisted. We provide nutritious meals 
to the children of Hansen’s disease household in extreme 
poverty, left uncared for in deplorable environment, and 
300 malnourished children to prevent failure to grow. Also 
provided are regula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practical 
skills and healthy mind. 

To them, one meal we give out is the only meal they get all 
day. They usually roam around the meal distribution place 
holding their hunger pang, waiting for their meals. Starting 
this year, the children are receiving farming lessons to grow 
food for themselves twice a week and the children at hotel 
are also enjoying attending vegetable garden after school.

Most of their parents have had no education or barely get by 
with begging, hence neglect to feed and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As a result, the children’s facial expression was 
gloomy and their school grades were low. But now that is 
changing – their face is lit up and their health and grade are 
improving, for which we are grateful.

We thank GCF for the sincere support to make it possible to 
feed and educate the Bangladesh children in need and of the 
Hansen’s disease parents who were too helpless to escape 
the cycle of dependence. We pray for full grace and blessings 
upon you without c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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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호 선교사 

방글라데시  Bangladesh

▲ 결식 아동 정기 급식 시간-울리뿔 지역의 나환자 자녀들과 지역 극빈 자녀들을 위해 설립 
된 울리뿔 가나안 유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이하 결식아동들의 즐거운 급식 시간 

▲ 울리뿔 한샌가족 자녀 호스텔 공동식사와 예배 :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15세 이하의 극빈 한샌가정 자녀 중 발육장애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동 20여명을 입주 시켜 영양식 제공, 질병관리, 생활교육, 정신교육, 정규교육과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결식아동 정기급식 수혜아동들이 밝아지고 건강과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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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ciación Buena Semilla, 강순진 선교사

과테말라  Guatemala

과테말라 께찰떼낭고에서의 
강순진 선교사 사역 보고 

2010년 께찰떼낭고 도시 외곽 빈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저
의 사역이 6년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익투스 교회를 구심점으
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것을 나타내 보
이지 못할 초라한 사역이지만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다렸던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영글어가는 사
역의 모습을 봅니다.  GCF와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사역에 감사
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Ministry report by missionary, Soon Jin Kang 
from Kechaltenango of Guatemala 

The ministry i started in 2010 in the slum area at the outskirt 
of Quetzaltenango is entering the sixth year.  With Ichthus 
church as the focal point, we reach out to poor and alienated 
neighbors.  The ministry still does not have much to show but 
watching the children opening their hearts up and expressing 
their joy to see us, i see the ministry maturing. I just cannot 
hold my gratitude to GCF for walking with us in this ministry.

사역 내용:
1. 점심 결식을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익투스 어린이 교회를 통            
   하여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매주 급식을 합니다.  
2. 가난을 벗어날 길 없는 너무도 척박하고 소외된  마을, 지금 
   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라스 마하다스'  
   마을을 찾아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작은 사랑과 빵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3. 갑작스런 가장의 죽음, 또는 가장이 생계의 위협을 외면해 도 
   망가 버리고 뒤에 남겨진 어린 자녀를 둔 모자가정을 돕는 일 
   을 합니다.  
4. 의료혜택이 없는 섬마을, 외진 마을 등을 찾아가 의료봉사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간식 또는 사탕봉지를 선물합니다.  

오늘도 지구촌 한 모퉁이에 있는 소외된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가슴 따스한 사랑의  후원 덕택으로 빈

Ministries in progress:
•Every week a meal is distributed along with God’s Word to  
   children with no lunch to eat at Ichthus church. 
•We visit a desolate and remote village at the edge of a still  
   active volcano, that cannot escape poverty, and share love  
   and bread with God’s Word.
•We help single mom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left behind  
   the head of the household suddenly dying or running away,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We visit remote villages, island villages with no medical  
   service and provide medical service and give out snacks and  
  candies to children. 

We are deeply thankful for the heart warming support of love 
that only mother can bring to these children in an alienated 
corner of this globe and how it is enriching and strengthening 
our meager village ministries. 

With love and blessings

약한 마을 사역이 조금씩 풍성하여져서 힘을 
얻게된 것을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리며  사랑
하며 축복합니다.

▲ 급식 차례를 기다려 줄 서있는  어린이들

▲ 급식 차례를 기다려 줄 서있는  어린이들

▲ 빵과 음료로 행복한 아이들

▲ 할아버지 그늘 밑으로 들어간 모자 가정

▲ 급식 빵

▲ 사탕 한알에 행복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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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ciacion Galilea. 전청수/ 김도언 선교사

과테말라  Guatemala

돼지 사육의 기쁨 

돼지를 키우는 이곳 농민들의 기쁨은 년간 약 두번의 새끼를 분
만시킬 수 있고 그것도 한번에 약 10여마리의 새끼를 얻는 높은 
수확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축산 선진국의 기술은 
우수한 품종, 최고의 사료, 완전한 질병관리와 환경조성 등의 집
약된 기술을 통해 무려 20마리를 평균 출산율로 잡는다는 발표
에 비한다면 우리가 한배에 겨우 10마리 내외를 출산시키는 것
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 과테말라 치섹
의 마얀 원주민들은 한배에 대여섯 마리의 새끼만 받아도 기뻐
서 어쩔줄 몰라합니다. 

우리 갈릴레아 선교공동체가 돼지 나눔사역을 시작한지도 어느
듯 10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역 초창기 때  마얀 원주민들
은  돼지를 분양받으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하면서도 어떻게 키울
지 몰라 불안해 하던  모습이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음날 아
침 일찍 돼지를 가지고 와서 반납하던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10
년이 지난 지금, 원주민들이 돼지 새끼를 분양 받으면서 한결같
이 돼지 사육에는 자신이 있다는 당당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
면서, 그간 50여개 마을에 무상으로 나누어 준  돼지가 어림잡아 
약 1,000마리는 훌쩍 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즈음 치색에 전문 돼지 장사가 많아졌고, 장이 서는 날에는 돼
지를 팔러온 시골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격세지감이 
듭니다. 그만큼 돼지가 많이 보급됐고 그 결과로 식생활 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
난한 돼지사육 농가들이 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만들어 사료구입
이나 돼지 출하 등을 힘을 합해 진행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GCF에서 저희 공동체의 돼지보급 사역을 도와준 지난  1
년 동안의 결과를 놓고 보면 갈릴레아 선교공동체가 년간 250마
리 이상 안정적으로 돼지새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규모가 됐고 
또한 수혜자 농가가 서서히 팽창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식생활 개선과 농가수입증가의 변화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돼지나눔은 참으로 농촌 복음증거의 탁월한 수단입니
다. GCF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Joy of Pig Farming 

Pig farmers’ joy here is in that piglets are born twice a year 
and each time more than 10 babies are born. Of course, 
compared to countries with advanced technology in livestock 
where their average birth rate tops 20 through excellent 
seedling, best food, perfect disease control and environment, 
our number of around 10 per birth may not look great. The 
Mayan native people at Chisek, Guatemala, however, becomes 
ecstatic with joy even with just 5 or 6 baby pigs.

Since our Galilea mission community started distributing 
pigs, ten years have passed already. In the beginning, Mayan 
native people were marveled with joy receiving pigs, although 
feeling insecure unsure of how to raise them. Some brought 
them back early the following morning to return. Ten years 
later now, I can see confidence in the native people’s face 
as they receive piglets. The number of pigs that have been 
distributed to over 50 villages here for free during that time 
would exceed roughly 1,000 easily.

These days in Chisek, there are many stores specialized 
in selling pigs and on the day of farmer’s market, those 
coming from remote villages to sell pigs have become 
visibly numerous. It feels like the time is changing. This is 
evidence that pigs have been that much widely distributed 
and consequently their diet has been improving quickly. Now 
the time may have come to form a kind of co-op operation for 
poor pig farming households to do the pig food purchase and 
pig selling collectively as a group.

Results from last year with GCF support indicate that Galilea 
mission community can comfortably  distribute more than 
250 piglets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farmers getting 
benefits can be gradually expanded. In other words, changes 
are taking place under water in people’s diet and farmer’s 
household income increase. Pig distribution is really an 
excellent means to witness the gospel in farm village. We are 
deeply thankful to 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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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Mongolia

바양허쇼에서 꿈꾸는 아이들 Dreaming Children of Bahyanghuhsho

I am a Catholic priest Yoon Chul Byun, Father Damiano, doing 
mission work in the Bahyanghuhsho area of Ulaan Bataar, 
Mongolia.

Greetings!  We were able to do the work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due to all your sincere support.  Many things have 
happened after a year of my arrival here. The most worthy 
achievement as missionary is the baptism of 13 children. This 
is the first of its kind in Bahyanghuhsho and its implication is 
huge, considering that these children will become workers 
for this community.

With the first funds received, we are providing food items 
and things of necessity for living to the area children coming 
every day and every week and also to the households in need. 
The average attendance at mass used to be about 60 but has 
increased to over 100 these days. Last week on the Day of 
Children, a big party was held. After mass, we had a time to 
show what we have learned. There came 170 people to the 
mass and including the children that joined after the mass, 
about 300 people had so much fun. That day, the message 
was on the miracle of Jesus, the feeding of 5,000 with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The message was about how little 
love shared among one another can become much greater 
love and I thanked GCF for their help and support.  

These days, I think more and more that it is not us doing the 
work in all things. Our task is just entrusting ourselves to the 
power of God who leads all things into His providence. 

That morning, children ate the Korean Bulgogi and rice lunch 
and went back with a bag of gifts in their hands.

저는 몽골 울란바타르 바양허쇼라는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가
톨릭 사제 변윤철 다미아노 신부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은 많은 후
원자들께서 정성껏 보내 주신 도움으로 올 상반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일년이 지난 이후로 여러 가지 일
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선교사 입장에서 가장 값진 성과는 13명
의 아이들이 새로 영세(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양
허쇼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이 아이들이 이 지역의 일
꾼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이 있고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후원 받은 후원금으로 매일, 매주마다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아동 및 지역 조손 가정 및 수급 자
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평균 60여명 미사를 오지만 요즘에는 100여명으로 늘고 있
습니다. 지난 주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큰 잔치 한마당을 열
었습니다. 미사 후 갈고 닦은 실력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미사에는 170여명이 왔고 미사 후 온 아이들까지 합치면 
300명 정도 와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복음 말씀은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
님의 기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론 중 서로가 조금씩 나눈 사
랑으로 더 큰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이 아이들에게 말해 주
었고 특히 GCF에서 후원해 주는 도움으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 절로 드는 요즘입니
다. 모든일을 섭리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힘에 우리 스스로를 내
어 맡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날 아이들은 점심으로 한국식 불고기 백반을 먹고 제각기 손에 
한 꾸러미 선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DaeJun Parrish, 변윤철 - 다미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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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선교사

네팔  Nepal

네팔의 희망 ! 께우라니(KYAURANI)학교지원사역 

저이머시! (예수만세!)
네팔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강진 발생 이후 8,856명 사망자 발생, 35,000
개  학교교실이 파괴되어 네팔전체 학생 수 910만명 중 교육받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약 100만명이 넘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건물도 없이 예전 같은 정규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다수입니다. 
네팔수도 카투만두에서 북동쪽으로 80Km 떨어진 신두팔쪽 
멜럼찌라는 곳은 지난 지진의 진앙지였고 현재까지도 잦은 여진으로 
지역주민들은 긴장하며 여전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이 지역으로 이사도 들어왔는데 께우라니는 
멜럼찌에서도 8Km 산악지방으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 보통 때에도 
산길이 험악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는데 비가 오는 시기에는 
길이 유실되거나 잦은 산사태로 외부와 고립되기 쉽고 지역주민들은 
걸어서도 산 밑으로 걸어서 내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동들의 발육상태는 도시 아이들보다 3-4년 정도 뒤늦게 보이며 
학습수준도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도 지역특성상 구호물자 공급도 어려웠고 외부의 관심과 
도움이 거의 없었던 곳이었는데 이번 GCF 프로젝트를 통해 국립학교 
350명에게 주 1회 무료급식 제공하고 매달 10명의 아동들에게 장학금 
지급도 하게 되었습니다.
열약한 네팔 정부 상황으로 국립학교의 교육환경은 너무 형편없고 
교사들의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아동들에게 도서관 지원하고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고 컴퓨터 구입해 주고 유치부와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놀잇감과 시청각 교제들을 제공해 주어서 수업에 
흥미를 갖고 집중하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가을부터는 교사지원교육과 예체능 특기수업을 
지원하며 도울 계획입니다. 
버려진 곳처럼 무관심 속에 어려움 당하던 께우라니 시골에 
따뜻한 온정과 사랑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GCF모든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팔의 희망!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Hope of Nepal! Kyaurani school support 
ministry

Juh Yee Muh See! (Hosanna to Jesus!)
Peace greetings from Nepal.
Since the great earthquake in Nepal on April 25, 2015, 
when 8,856 people died and 35,000 classrooms were 
destroyed, over one million out of the total 9,100,000 
students are still without education. Also many schools 
with their classroom buildings not restored, still cannot 
run their regular school currently even 1 year later. 
The place called Sindhupalchok Melumchi, 80 km away 
on the northeast of Nepalese capital, Kathmandu was 
the epicenter of the last earthquake and is still getting 
frequent aftershocks, making the area residents tremble 
with tension and fear. 
For this ministry we moved to this area but Kyaurani 
is still another 8 km hike up toward the mountain from 
Melumchi. The mountainous road is rough making the 
car travel challenging usually but in the rain season, 
the roads get washed away and frequent landslides can 
isolate the village making it difficult for people to walk 
down from mountain. Due to those reasons, children are 
about 3-4 years behind in development physically and 
learning wise, compared to city children.
Even after the earthquake because of access to the 
location, relief material distribution was not easy and 
the outside attention/help was almost non-existent until 
GCF made it possible to give one free meal a week to 350 
children in public school and scholarships to 10 children 
every month.
Because of the weak Nepal government, the public 
education here is in such a poor condition and the 
teachers’ competence is low. We help with the children 
library and its management by buying a computer, and 
provide toys and audio-visual learning aids to preschool 
and beginning grade school students so that they become 
more interested in learning at school.
Starting in fall when the rain season ends, we plan to 
support teachers training and art & physical education. 
To Kyaurani village, almost abandoned and being ignored, 
GCF members have shown warm love and sent hope and 
dream, and we thank the supporters once again.
Hope of Nepal! I ask for your continuous prayer and 
attention for the Nepalese children.
Love and bless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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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South Korea

소외지역 어린이 서울 초청행사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서울방
문의 기회가 없었던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다양한 체험활
동을 선사하는 행사로 2000년부터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성
숙영)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17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4월 27일~29일, 전북 완주군의 
고산지역아동센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모악엘피스지역아동센
터, 이서지역아동센터 79명의 어린이들이 서울에서 직접 가고 싶
었던 곳, 하고 싶었던 일들로 2박 3일을 꾸몄다.

첫날 어린이들은 종이문화재단에서 환영 모임과 더불어 다양한 
종이 공예 작품들이 전시된 박물관을 견학하고 색종이로 팽이, 
바람개비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는 용
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
해 보다 자세히 역사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서
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남산타워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었다.
둘째날은 서울의 중심 거리인 청계천-광화문 거리를 거닐고 경
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옛 멋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껴
보았다. 국립중앙어린이박물관에는 마음껏 만질 수 있는 모형물
과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있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은 서울의 조명과 야경이 어
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 한강 유람선 타기로. 한강을 가로지르
며 나아가는 유람선 안에서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잊지 못할 순간
들을 추억으로 담아갔다.
셋째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동산이 기다리고 있다. 
잠실의 롯데월드를 방문해 재미난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고, 대
형 수족관에서 만날 수 있는 물개, 바다사자, 돌고래 등을 보며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 2016 소외지역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 
- 4월 27일~29일, 전북 완주군 어린이 79명     
   서울 방문

-Invitation of children to Seoul from   
  disadvantaged area 2016

-April 27-29, 79 children visits Seoul from  
  Wanjoo county in North Cholla province

This event of inviting children to allow them to have a variety 
of experience, has been on-going since 2000 with the support 
of Global Children Foundation (president, Sook Young Sung).

This year’s event in its 17th year, was attended by 79 children 
from 4 children centers in Wanjoo county of North Cholla 
province and filled with the places and activities children 
picked themselves for 3 days and 2 nights.

On day 1, children attended the paper cultural foundation’s 
welcoming reception, saw the paper craft arts exhibition at 
museum, and had hands-on time of making things like top 
and pinwheel with color paper. Then they visited the Yongsan 
war memorial. Through an expert narrator, they came away 
with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in the evening 
another memorable moment was created at the Nam San 
Tower with a view of Seoul in one glance.
On day 2, they walked the center streets of Seoul – Chung Gye 
Chun and Kwang Wha Moon --, and felt the beauty and the 
treasures of old culture in Kyung Bok Palace and the National 
Museum. Replicas they could touch to their hearts’ content 
and various hands-on activities to experience in the National 
Museum added to their fun. The last night in Seoul was filled 
with unforgettable memories riding a cruise ship gliding on 
the Han River, watching the lights and night landscape of 
Seoul. 
On day 3, an amusement park children like the most was 
waiting. Visiting Lotte World in Jam Sil, they spent an exciting 
day of fun rides and watching seal, sea lion, and dolphin in 
big aqu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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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ongolo (rainbow) Feeding Project

This is the second year of operating a free meal distribution 
center in the Manyana area, in Zambia, owing to the GCF 
support. From the last year’s experience, we learned that 
many of our children are from broken families with no 
parents, living with relatives or neighbors and most of them 
are malnourished. These children have pure heart but no 
clothes to wear and no food to eat with so many things lacking 
but the reality of what can be done is always limited. We are 
fortunate though, to be able to provide even one meal a day.

It is still early morning hour but already many children are 
playing loudly with their bowls around the feeding center. 
The meal distribution time here is 12:30. Still it is a while 
to go until lunch time. To these children, however, since it is 
their only meal they can have to full stomach for the day, it 
seems they can wait endlessly even if it is until dinner time. 
Kanayi Greenson wants to become a soccer player in future. 
The soccer ball he kicks with bare feet was made with plastic 
bags and cord weaved around. Under that blazing Sun of over 
40 degree in Celcius, on rocky grassy surface, they run hard 
drenched in sweat. Watching this makes me feel sorry for 
them but happy.

We are agonizing over things we can do for not only these 
children but all children in this area to keep their dreams 
alive. We trust that one day, the dream of getting a big field 
for them to run around and a library with all the books they 
can read will become a reality. We thank all GCF members for 
supporting children with endless love continuously, and pray 
for joy and peace on everybody.

까꽁고로(무지개) 급식 사업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에 힘입어 잠비아, 마냐마 지역에서 
무료 급식소를 2년째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통해 결손가정, 특히 부모 없이 친척이나 이웃에게 맡겨져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들 중 대부분이 영양결핍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티 없이 맑은 동심에 희망찬 꿈을 가득 
채우기도 전에 못 입고 못 먹는 생활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늘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시간인데 벌써부터 무료급식소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밥그릇을 들고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습니다. 이곳 
급식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아직도 점심을 먹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오늘 점심식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하루 양식이기에 저녁을 준다고 
해도 마냥 기다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Kanayi Greenson은 장래 꿈이 축구선수입니다. 맨발로 차는 
축구공은 비닐봉지를 끈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40℃가 넘는 
뙤약볕 아래, 울퉁불퉁한 풀밭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안쓰럽지만 행복합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 원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마련하는 꿈도 언젠가는 현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글로벌 재단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St.Mark Parishiment Solwezi Dioces Zambia, 김종용 신부

잠비아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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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린이재단(이사
장: 정경애)는  6월 3일부
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샌
프란시스코 Crowne Plaza 
Hotel에서 15여명의 이사
와 고문들이 모여  2016 년
도 정기 이사회를 주최했
다. 

이번 이사회에서는2015년
도 결산보고와 2017년도 
예산, 사업 계획 및 후원
기관들을 결정하였다. 후
원 지로는 과테말라, 엘살
바도르, 잠비아, 몽골, 필
리핀, 르완다, 방글라데시, 
멕시코, 에콰도르, 한국등 

이사회  소식  News

명예이사장:  방숙자(NJ)

이사장:  정경애(CA)

부이사장:  송인숙(NJ)/ 이상연(CA)

이사:  이서희(MI)/ 김경순(VA)/ 김숙자(MD)/ 김영숙(NY)/ 김용임(CA)/ 문춘자(JP)/ 박희례(CA)

 방혜자(HK)/ 손목자(MD)/ 유웬디(CA)/ 이경자(MD)/ 이희숙(CA)/ 조은옥(VA)/ 최(백)헤원(MD)  

 최금란(HK)

후원 이사: 박안나(NJ)/ 서민숙(IL)/ 양성택(NJ)/ 현원영(CA)/ 심정열(IL)/ 김유자(IL)/ 임천빈(CA)

 김융남(MD)/ 강효숙(MD)

고문:  손영환(MD)/ 송철섭(NJ)/ 오익상(NJ)/ 이영호(KR)/ 정좌희(CA) 

CA: California / CT: Connecticut/ HK: Hong Kong/ JP: Japan/ KR: Korea/ IL: Illinois/ IN: Indianapolis/ MD: Maryland/ 
MI: Michigan/ NJ: New Jersey/ NY: New York

글로벌 어린이 재단 이사 명단

List of GCF Executive Board Members

글로벌 어린이 재단 2016년 정기 이사회

         2017년 후원금으로 총 22만 6천 5백달러 책정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축과 
농작물재배등 삶의 현장체험을 통한 결식아동 구제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아동들을 돕기 위하여 총 $23만 5백달러를 책정하였다.  

2017년 6월 이사회는 버지니아 지역에서 개최 할 것으로 정해 졌다.

▶ LA에 사시는 평생회원 장희수님께서 샌디에고까지 오셔서 치과를 경영
하시는 아드님, Andrew Chang께 권유하여 글로벌 어린이 재단 이사회를 
위하여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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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사  ̇   회장  소개  New Directors and Presidents

이경자 이사
Washington DC의 이경자님은 GCF의 이사로 2016년 부터 재
직하게 되었으며 초창기 GCF의 창립 멤버로서 시작해 지부회
장, 지역회장, 바자 준비위원장등 직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
셨습니다. 많은 재주와 열정을 가진 분으로 이사직을 맡아 더
욱 헌신하실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김경순 이사
2016년 부터 이사로 재직하십니다. 어린이와 소외된 이웃에 
관심이 많아 유치원교사및 보육원교사등 교육에 중점을 두셨
고 버지니아 지부 부회장으로 GCF와 인연을 맺어 사랑과 배
려를 갖춘 리더쉽을 발휘하시며 회원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십
니다. GCF 의 취지와 목적을 인지하고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
십니다.

최금란 이사
2016년 GCF 이사로 재직하게 되었으며 홍콩의 성공한 비지네
스 우먼으로서 여러 단체에도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GCF의
홍콩 지부 설립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홍콩 사회에 GCF를 홍
보 하셨습니다. 홍콩지부 회장과 아시아 지역회장을 역임하시
고 이사로 재직하게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박희례 이사
GCF를 위해 8년간 봉사했으며 SF 지부회장, 서부지역회장으
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2016년 부터 이사로 재직. 매사 적극적
으로 각 지부 회장님들과 소통에 역점을 두고 좋은 관계를 유
지하며 현재 한의사로서 한의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불우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십니다.

백귀현 / 동부 지역 회장
오랫동안 GCF를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NJ 지부 회장을 지내
시고 2016년 부터 동부 지역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약하고 계
심. GCF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투철하고 동부
의 각 지부를 잘 관할하시고 동부지역 총회를 NJ에서 성공리
에 열어 각 지부간의 단합에 크게 기여하시고 계십니다. 

전영신 / 서부 지역 회장
미시간에서 지부 회장을 역임하시고 라스베가스로 이주.  2016
년 서부 지역 회장으로 선출되어 일하고 계시며 올해 초 라스
베가스에서 서부 지역 총회를 주관하시고 격조있게 EVENT를 
진행하심. 서부 지역 각 지부에서 많은 인원이 모였으며, 서부
의 각 지부 회장님들과의 연계를 돈독히 하고 GCF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계십니다. 

새 이사

새 지역 회장

새 지부 회장

류숙자 / SF 지부 회장
2016년 부터 지부 회장 역임, 걸스카웃에서 부산 지부장
을 맡아 어린이들에게 리더쉽을 가르친 경험으로 GCF에
서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열심히 봉사. 2016년 6월, SF에
서 열린 이사회를 주최하여 큰 일을 잘 담당하시고 조용
한 리더쉽으로 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좋은 성과
를 내셨습니다.

차신재 / LAS VEGAS 지부 회장 
시인으로서 풍부한 감성으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불우 어
린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조
용한 가운데 열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꼼꼼히 일하시고 
2016년 초 서부지역 총회의 HOST 역할을 훌륭하게 치루
셨습니다.

박애리 / NJ 지부 회장
1.5세 GCF멤버로서 오랫동안 일했으며 2016년 부터 지부
회장을 맡아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 적극적인 성격
으로 각 임원및 회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
난 동부지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젊은 패기로 지부
를 잘 이끌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김정아  / SAN DIEGO 지부 회장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회
원을 잘 모으고 열심히 EVENT도 마련하여 기금 모금에 
정성을 쏟음. 앞으로 샌디에고 지부 발전에 큰 기대가 있
습니다.

박 루시  / LA 지부 회장 
1.5세로 2016 LA총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며, 적
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며, 그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봉사를 하시고 한인 학부모 회장등 여
러 역할을 잘 담당하십니다.  

이정애  / 인디아나폴리스 지부 회장 
2016년 부터 지부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며, GCF에 대
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부드러운 리더쉽과 인간관계로 
팀의 화합을 잘 이끄셔 지부 회원간 단합이 잘되고 부지
런히 EVENT를 마련하여 기금 모금에 열성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송인숙 3대 총회장 심정열 4대 총회장손목자 2대 총회장방숙자 초대회장

글로벌 어린이 재단 역대 회장  |  GCF Past Presidents

정경애 5-6대 총회장 조은옥 7대 총회장 성숙영 8대 총회장



Summer 2016  |  Global Children Foundation18

2011년 2월 18일의 워싱턴 기온은 

72°라는 따뜻한 이상 기온을 기

록했다. 정원가꾸기가 유일한 낙

이었던 남편은 며칠 전 폭설로 부

러진 나무를 자르다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는 폭신한 잔

디밭에 두 팔 활짝 벌리고 하늘을 향해 평화롭게 누워 하

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40여년을 함께 한 나와 영원한 

결별의 말 한 마디 나누지 못한 채……

그 날로 부터 나는 1000일 동안을 하루같이 지상에서 하

늘나라로 편지를 띄우면서 살아생전에 그가 그리도 간

절히 원했던 그의 뜻을 기리겠노라고 약속 같은 것을 했

었다.

나는 우리가 은퇴하기 수년 전부터 그의 심중을 떠보기 

위해 장난기 섞인 질문을 여러 번 던져 보았다. 후일 우

리가 은퇴하고 집도 정리 한 후 혹 재정적으로 조금의 여

유가 생기면 그것을 어디에 쓰겠느냐고? 그런데 그의 대

답은 한결같이 단 한 마디, “천애고아!”라 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TV 뉴스에 불우 어린이들이 화면에 

비칠 때마다 그는 눈물을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옆

에서 ‘대장부가 무슨 눈물을......’ 하고 혼잣말을 했

지만 나 또한 같은 마음이었다.

그 후 나는 자주 TV 앞에서 눈물 짓던 그의 슬픈 모습 

뒤에 언제나 흙먼지가 이는 아프리카, 수단을 선두로 세

계 오지 구석구석에서 굶주림으로 두 눈이 쾡하게 패이

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맨발의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른

거려 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다. 그렇게 몇 달인가를 

보내다가 더는 견딜 수 없어 용단을 내려 그 해 가을 나

는 실로 33년 만에 언제나 그리운 나의 모국을 방문하

게 되었다.

나는 여행길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나를 어머니라 

부르는 한 청년의 주선으로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불리

는 곳을 둘이서 찾아갔었다. 거기서 어린이들과 담당자

를 만나 보았는데 남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아니었다. 나는 

마음을 접고 귀국하여 지난 4년 동안 다른 길이 열리기

를 기다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GCF에 그 길이 있음을 

회원 글

워싱톤 D.C. 지부 회원  이경애  

발견하고 즉시로 실천에 옮겼다.

기부란 부호의 큰 돈도 매우 귀중하다. 그러나 이에 못

지 않게 가슴으로 바치는 어머니의 정성 어린 작은 기부

도 더 없이 소중하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기 때문이

다. 나는 모든 GCF 회원들도 나와 뜻이 같음을 믿어 의

심치 않는다. 그러기에 길게는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18

년을, 짧게는 나처럼 6년을 이 재단을 떠나지 못하고 마

음을 다하여 오늘도 새로운 각오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

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의 작은 정성으로 가난과 기아로 헤매는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이라도 구해 내어 희망과 꿈을 안겨 주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보람

된 일인가? 이러한 숭고한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GCF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할 용맹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건 

오직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강인한 의지와 

고귀한 희생 정신으로 만이 가능할진대 이처럼 목적이 

뚜렷하고 보람 있는 일이 이 지구상에 또 있겠는가!

바라건대 우리 1세 어머니들이 피땀으로 오늘까지 이끌

어 온 이 아름다운 세계 어린이 재단의 유업을 차세대 젊

은 후배들이여, 부디 멈추지 말고 강건하게 이세상 끝나

는 그날까지 이어 가길!!

내 마음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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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꽃입니다.  

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은 누구에게나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몇년 전 KBS WORLD RADIO와 인터뷰가 있었을 때 나에게 한 질문이 "한국 사람을 꽃에 비유

하면 어떤 꽃이라고 생각합니까?" 였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민들레' 였지요.

왜냐하면 민들레의 속성이 한민족의 끈기와 강한 생활력을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민들레 꽃의 홀씨를 자세히 보면 그 섬세한 아름다움에 매료되곤 합니다.

홀씨들은 가벼운 바람을 타고 어디든지 퍼져 나가서 다시 생활의 터전을 마련 합니다.

마치 한민족이 세계 방방 곡곡에 퍼져 나가듯이.

저는 GCF 회원들이 마치 민들레의 홀씨들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사뿐이 겸손하게 세계 방방 곡곡에 어디든지 뿌리를 내립니다.

연륜이 들수록 더욱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회원들이며, 그들은 민들레 홀씨들처럼 부담 없이 어디든지 

GCF의 활동을 위하여 세계 각지를 다니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홀씨들은 모여서 사랑과 보살핌으로 뿌리가 내리고, 새로운 활동의 시작이 되고, 또 다음의 모임이 기다려지는 

단체가 GCF입니다.

꽃이 피는 과정을 살펴보면 저절로 자연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꽃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조화롭게 피어나지요.

우리도 꽃처럼 서로 배려, 양보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GCF 활동을 한다면 더 훌륭한 봉사 단체가 되리라 생

각합니다.

민들레의 좋은 꽃말은 'WISH COME TRUE' 이며 꽃의 의미는 '행복, 충성, 성실' 입니다.

우리 GCF도 민들레의 꽃말처럼, 모두 행복하고, 서로 충성하며, 성실하게 봉사하는 단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LOVE YOURSELF. RESPECT FLOWERS. ENJOY YOUR WORK.

YOU ARE THE MOST BEAUTIFUL FLOWERS!

뉴욕지부 평생회원  이원영 (CLAIRE WON KANG)  

꽃과 GCF

회원 글

Distinguished Young Leader:  Stephen Song

Stephen Song (Grandson of In Sook Song, M.D., Vice Chair of Board member of 
Global Children Foundation), a senior at Greenwich High School, received the 
District’s top service honor, the Fleishman Service Award during Community 
Award Ceremony in Greenwich, CT.  About four years ago, after completing 
the ninth grade, he took a gap year to work on service projects with his family 
in South Africa, Dominican Republic, Jamaica, and Israel.  Their work included 
volunteering at "Lily of the Valley Orphanage" (HIV/AIDS Children) in South Af-
rica.  Since his return to the High School, he has made several trips back to the 
Orphanage and secured $50,000 in grants from Global Children Foundation.  His 
service activities, as an active young leader, have improved both school and the 
local community.  He also received the 2014 Congressional Award Gold Medal 
for his work.  His selflessness has not gone unnoticed at home and abroad.  Dr. 
Fleishman told Stephen Song on the stage "You are compassionate and passion-
ate about work."

▲ Greenwich Selectman John Toner  
   shakes hands with Stephen Song

회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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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월례회에서 2015년도 회계발표 및 2016년도 

해야할 일을 계획과 의논

4월 2일: 회원의 날. UN 오준대사가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주제연설은 '

유엔의 새로운 개발목표와 아이들' 이었다.

5월 2일, 24 일: 회원의 날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임

원들끼리의  친목을 도모

1월 30일: Double Tree Hotel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 회계

보고, 임원선출

2월 20일: 정기모임 및 하이킹(매달 마지막 주)

12월 5일: 맥클린에 위치한 워싱톤 한인 교회에서 점심봉사

3월 19일: 바자회. 이익금중 1,000불을 버지니아 장애인협

회에 성금전달

4월 2일: 회원의 날 행사 - 이순성 부회장님댁

5월 22일: 골프대회 -Westfields Golf Club

New York Branch | 회장 전명혜 

Virginia Branch | 회장 오제노

New Jersey Branch | 회장 박애리 

Washington DC Branch | 회장 이명자

4월 2일: 새회원 활성화를 위주로 Dr. 정효숙님께서 

Rehabilitation에 대한 강의및 옥션을 통하여 기금마련

4월 23일: 락빌 소재 밀알 선교센터 방분 점심 봉사와 $500 후원금 전달 

5월 12일: 월례회에서 회원이 기증한 화장품, 고급 옷과 모자로 $2300 

후원금 마련함

지부소식  Branch News
Eastern Region

4월 9일: 회원의 날에 특

별 게스트로 유순택 여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인)를 초청하여 GCF

를 위한 특별한 만남의 

자리' 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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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News  지부소식

4월 2일: 회원의날 기념으로 나일스 U&I카페애서 

온 지구촌 불우 아동돕기 기금 마련 일일 찻집을 하였다.

4월 2일: 동아식당에

서 오클라호마 지부 

창설 1주년 기념 및 

5월 야외행사에 관한 

회의

4월 24일: 오크라호마와 달라스 회원들이 함께 National Park에서 하이킹을 

하며 회원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4월 2일: 김효분 회

장님 댁에서 지부회

의 가짐 안건으로는 

토론토 총회 유치

Chicago Branch | 회장 남경숙 Michigan Branch | 회장 남송혜

Oklahoma Branch | 회장 홍경애

Canada Branch | 회장 김효분

 4월 2일: 자선디너 음악회

 4월 2일: Hino Oishi에서 새회원 환영 오찬 및 뱃지 수여식

2월 8일: 김은자님의 VIOLIN에대한 강의

5월 9일: 월례회의 및 미시간주 한인회장이신 황규천 선생의 복식호흡에 대

한 건강 강좌 

Indiana Branch | 회장 이정애

Central Region

3월 14일: 청아 고춘자 회

원님과 그 사위, 김홍산 선

생 (이은경님의 부군)께서 

한국 민화에 대해서 강의 

4월 11일: 남송혜 미시간 

지부 회장의 서양미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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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Branch News
Western Region
S.F. Branch | 회장 류숙자 

4월 23일: Mountain View Shoreline Golf Links에서 회

원의 날 행사겸 불우아동 돕기 기금 모금 골프대회

L.A. Branch | 회장  Lucy Park 

5월 5일:  어린이날 지역사회 불우한 저소득 가정의 아

이들 850명에게 아이들이 필요한 학용품을 사서 나누

어 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5월 7일:  저희가 살고 있는 지

역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소외

된 어린이들에게 김밥 300인분

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1월 30일: 캐년 게이트 CC 에서 서부 지역 총회 개최함

San Diego Branch | 회장 김정아

Las Vegas Branch | 회장 차신재

4월 23일: 회원의 날 행사겸 장애인 어린이들과 같이11회 걷기대회 모금

3월 14일: 캐년 게이트 CC 에서 모금 골프 아우팅, Red Rock Canyon 

Calico Basin Parkdptj 자선 모금 만보걷기 행사

2월 4,5,6일: 김치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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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회원의 날 오찬과 임시총회

4월 20일: 홍콩지부는 아메리칸 클럽에서 가진 임원회

의에서 상반기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교환했다.

4월 14일: 동경 이께부크로 메트로폴리탄 호텔 25에서 

회원 친목 및 회원모집 논의

Hong Kong Branch | 회장 정도경

Japan Branch | 회장 윤진순

Asia Region
Branch News  지부소식

사막에서는 
빛과 바람의 시간을 끌어안고
외로운 늑대처럼
한 마리 들짐승이 되어 뒹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사막에서는
고독한 밤바람의 거친 숨소리에
온몸으로 흔들리는 들플이 되어
밤새도록 소리쳐 부를 이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사막에서는 
처절하게 물길을 더듬는 생명을 위하여
목숨 다 해 울어 줄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사막에서는 
꿈을 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오늘도 내 뜨거운 노래 
허허로운 벌판에 풀어놓는 것은 
메마른 가슴 가슴
푸른 강물로 출렁이게 하고 싶은
내 꿈같은 꿈 때문이다

사막에서 사는 길

A Way To Survive In The Desert

라스베가스 지부 회장 차신재

Cha SinJae
In the desert
Embracing the time of light and wind
Like a lonely wolf
You better wallow as a wild animal
Else you can not survive

In the desert
By the rough breathing sound of the lonely night's wind
You better become a field grass tossed to and fro in whole body
Having also a name to call upon all night through
Else you can not survive.

In the desert
For the life  desperately seeking for water source
You better have the warmest heart 
To cry out  for it till you expire
Else you can not survive

In the desert
You better have dreams
Else you can not survive

Even today, my burning hot song
I do release onto empty field
For each barren and hard heart
Dreaming them to be sloshed with blue river water
Because of such dream like dream that I have.

【회원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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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행

사 내용을 신문에서 접할 때마다 

어느 봉사기관의 뉴스보다 더 관

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악몽 같은 기억으로 6.25라는 한

국 전쟁을 겪으며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고생했던 어린 

시절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80 고개에 접어드는 우리 세대는 한창 티 없이 자라

야 할 어린 나이에 6.25 라는 한국 전쟁으로 비참하게도 

시내가 온통 불바다로 폐허가 되고 가족을 잃고 먹을 것

이 없어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느낄수 있었던  아

주 불행한 세대였다.

더우기 더 무서웠던 것은 한동네 살던 사람들이 총이나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대문을 두드리며 아버지를 찾는 

그 공포감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러간 아빠, 엄마가 쏟아지는 폭격으로 돌

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감, 밤낮으로 들리는 총소리

와 하늘에서 퍼붓는 기관총 소리에 놀라 울지도 못하고 

숨 죽여 떨고 있는 우리를 모아 양팔로 꼭 품어 주시던 

어머니, 그  품에 안기면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가 왜 그

리 크던지...

내가 철들어 알았지만 어린 딸들 앞에서 하소연도 할수 

없는 엄마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여겨진다.

미국 및 우방국의 참전으로 한국 전쟁은 끝났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및 세계를 위협하고 그곳의 

동족들은 기만 정치를 일삼는 위정자들의 만행으로 고통

스런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죄없는 수 많은 어린이들이 굶고 병들어 그들의 생

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나도 같은 민족으로 능히 당할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하

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토록 자유롭고 풍족한 나라에

서 축복스런 삶을 살고 있으니 마음의 빚이 커, 죽기 전

에 이렇게 받은 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지난 해, 시카고에서 성숙영 GCF 총회장이 주관한 글로

벌 어린이 재단 총회에 참석해 보고 '참 큰일들을 하시는

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회원 글

시카고 지부 후원 회원  이온희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1998년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IMF 사태로 굶는 어린이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랑과 끈기로 뭉쳐진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자선 재단이며 현재는 20개 지부에 5,000명

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결식 아동 없는 세상 만들기'에 

모토를 두고 세계로 지경을 넓혀 30여개국의 나라에 도

움을 주는 큰 단체로 발전했다 한다.

GCF회원들은 자비로 모든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랑, 헌신 , 봉사의 마음으로.

목마른 새싹들에게 단비를 내리듯,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GCF 재단의 사업이야 말로 우리의 과

거를 더듬어 6-70 년 전에 내가 받은 고마운 씨앗이 우

리 마음에 꽃을 피운것 처럼, 오늘 배고팠던 아이들이 크

게 자라 받은씨의 꽃을 피우며 힘든 곳을 찾아다니며 봉

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 믿는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엄마의 사랑과 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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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anuary: Receipts for 2013 Issued
Jan. 10: Support Catholic Charities Connections – New York Branch
Jan. 16: New President, Yoon Sook Min starts her term – Los Angeles Branch 
New President, Seung Ki Yoo starts her term – San Diego Branch
Jan. 17: New President, Kyung Soon Min starts her term – Las Vegas Branch
Mar. 15: Served Lunch to the Disabled at Milal Mission – Washington DC Branch
Mar. 22: One Day Tea House Fundraiser – Chicago Branch
Mar. 24: Golf Tournament Fundraiser – Virginia Branch
Apr. 5: Members’ Day – Washington DC Branch
Members’ Day – Virginia Branch 
Apr. 7: Members’ Day with a 10,000 Stride Walk – New Jersey Branch
Members’ Day with a 10,000 Stride Walk – Las Vegas Branch
Apr. 8: Members’ Day – Hong Kong Branch
Apr. 9: Members’ Day – Michigan Branch
Apr. 11: Members’ Day Concert – New York Branch
Apr. 12: Members’ Day Walkathon – San Diego Branch
       Members’ Day Meeting – New Jersey Branch  
Apr. 19: Members’ Day Picnic – Los Angeles Branch
Apr. 26: Members’ Day, Salted Calamari Sale Fundraiser – San Francisco Branch
Participated in Dong Shin Church Bazaar for Mission – Hong Kong Branch
May 5: Dinner for low income family children at Little Lights – Washington DC 
Branch
May 10: Fundraiser Walkathon – Washington DC Branch
May 19: The 13th Annual Meeting – Hong Kong Branch
May 22: Members’ Day – Indianapolis 
June 6-8: 2014 Annual Board Meeting – Indianapolis Branch 
June 7: Fundraiser Bazaar – Hong Kong Branch
June 10: Fundraiser Golf Tournament – Michigan Branch
June 14: Benefit Concert – Washington DC Branch
June 30: Donated to  “Handicapped Children Organization” – San Diego Branch
July 7: Fundraiser Golf Tournament - Los Angeles Branch
July 11-13: The 16th Annual Meeting at San Francisco
July 21, 28: Donated bicycles, helmets, coloring books, and crayons to “World 
Special Organization” – Los Angeles Branch 
Aug. 2: Annual Meeting – New Jersey Branch
Aug. 30: Fundraiser, Rummage Sale & Organic Vegie. Sale – Chicago Branch
Sep. 2: Participated “Finding Nests Program” for local underprivileged children – 
Los Angeles Branch
Sep. 6: Fundraiser, Moving Sale – Washington DC Branch
Sep. 14: Fundraiser Golf Tournament – Indiana Branch
Sep. 20: Fundraiser, Local Bazaar – Wahington DC Branch  
Oct. 4: Fundraiser, “Hanmaeum Event” – Hong Kong Branch
Oct. 17-19: Bazaar in Seoul, Korea to support educational programs for under-
privileged children (92 International members attended)  
Oct. 20: Visited Korean after school program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So-
mang House, abandoned and disabled children’s House
Oct 22: Donated to  “SeWolHo” funds in Korea
Oct. 25: Fundraiser, Garage sale – New York Branch
Oct. 30: Donated to “Purun Namoo Handicapped children organization – Indiana 
Branch
Nov. 8: Walk A Thon – New Jersey Branch 
       Yard Sale – Las Vegas
Nov. 9: Fundraiser, Dinner Gala – Michigan Branch
Nov 15: Annual Meeting – Mid Western Branches
Dec.:  Donated  to “Day Care & After School” – New Jersey Branch
Dec. 3: Donated to  “ Polinsky Children’s Center” – San Diego Branch 
Dec. 5: Donated children’s bicycles to underprivileged children - San Francisco 
Branch
Dec. 6: Donated to  “MilAl Mission” – Washington DC Branch
Dec. 13: Donated  to “ Little Lights” – Washington DC Branch
Dec. 13: Annual Meeting – East Coast Branches
December: Publication of GCF News Letter, Winter 2014

2015
Jan. 19: Monthly meeting and new members initiation ceremony –  Los Angeles
Jan. 26: 14th annual meeting to inaugurate president Do Kyung Jung – Hong 
Kong

Jan. 31: 2014 Donation statements issued 
Feb. 1: 2015 First installment sent to places to be supported
Feb. 7: Branch regular meeting at Double Tree Hotel – New Jersey 
Feb. 9: Benefit luncheon and inauguration of president, Terry Song and vice 
president, Sun Ja Lee – Las Vegas
Feb. 19: Tax seminar by treasurer, So Yun Kang – Los Angeles
Feb. 26: Local community activity to commemorate the 7th Korean Medical 
Program at Holy Name Medical Center Marian Hall – New Jersey 
Feb. 27: Donation of $2,000 to Korean Health information center to support 'Find-
ing Nest' program – Los Angeles
Mar. 14: Provision of lunch to the disabled at Milal – Washington DC
Mar. 14: Officers meeting – New York
Mar. 19: Regular meeting – Washington DC
Mar. 19: Women's mental health seminar titled, "Journey through middle age" 
–  Los Angeles 
Mar. 23: Officers meeting at Duranno Culture Center – Hong Kong
Mar. 28: Garage Sale – Washington DC
Mar. 30: Birth of Oklahoma branch and inauguration of president, Kyung Ae 
Hong – Oklahoma
Apr. 4: Members' Day at house of Hyo Sook Jung, advisor – Washington DC
Apr. 4: Held one day coffee house to raise funds for global needy children at U & 
I Café to commemorate Members' Day – Chicago
Apr. 4: Health seminars at Holy Name Medical Center as Branch Members' Day 
activity, 'Women's health and required nutritions' and 'Body composition numbers 
and checking obesity' – New Jersey 
Apr. 6: Walk 10,000 strides at Red Rock Canyon for Members' Day –  Las Vegas
Apr. 9: Members' Day at Pacific Club – Hong Kong
Apr. 14: Members' Day at 'Marina at Yume Island' riding a member's boat, 
welcoming new members, exchanging ideas on recruiting members, and having 
fellowship – Japan
Apr. 15: Visited Detroit Institute of Arts on Members' Day – Michigan
Apr. 16: Yard Sale for 2 days at BookChangDong SoonDooBoo restaurant – Los 
Angeles
Apr. 18: Members' Day at Flushing Town Hall with a lecture by Dr. Sung Kwon 
Park on 'Joy of learning and sharing' and concert – New York
Apr. 18: Members' Day at Miramar Lake with the 10th walkathon to help global 
needy children – San Diego
Apr. 18: Members' Day at Shoreline Golf Links with the 4th golf tournament to 
benefit GCF – San Francisco
Apr. 25: Participated in The 4/19 Uprising commemorating event by The World 
Special Coalition – Los Angeles
May. 2: Distributed 1,000 water bottles at 'Love Yard Festival' for the develop-
mentally disabled – Los Angeles
May. 3: Held a flea market for doubling members at house of vice president, 
Kyung Soon Kim – Virginia
May. 4: Held ond day tea house at Greenland Food Court to introduce traditional 
Korean tea – Las Vegas
May. 6: Sent a letter to branches requesting donations for earthquake disaster relief 
funds in Nepal – Headquarter
May. 11: Monthly meeting – Michigan
May. 18: The New York Branch 7th anniversary Banquet at Flushing Town Hall 
as Members' Day activity – New York
May. 30: Gave $27,550 Prime Minister's Disaster Relief Fund to Nepal ambas-
sador at Chicago Jesse White Community Center, participated by President, Sook 
Young Sung, the headquarter office secretary, Ki Hwa Choi, and the Chicago 
branch president, Kyung Sook Nam
Jun. 6: Served in spring picnic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t Queens Alifond Park 
sponsored by Joong Ang Daily newspapers as part of Angels program – New York
Jun. 16: Benefit golf tournament at Shenandoah country club -- Michigan
Aug. 1:  At BCD Tofu House, held " New Jersey Branch regular meeting" and 
reported on the Annual meeting - New Jersey
Aug. 7:  Held a regular meeting to report on the Annual meeting and celebrated  
the birthday of the honorary chair of the GCF Board of Directors, Sook Ja Bang - 
New York
Aug. 10: After a monthly meeting at Kabuki restaurant, a seminar was given on 
skin care by Song Hye Nam - Michigan
Aug. 14: Held a benefit event, Green Music piano concert. Also had an opportu-
nity to promote GCF. - San Diego
Aug. 15: Sold T-shirts at an event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inde-

History of Global Children Foundation 2014 ~ 5/31/2016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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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History of Global Children Foundation 2014 ~ 5/31/2016

pendence of Korea at San Francisco Union Square - San Fransisco
Aug. 29: Sold organic produce items and fruit in front of the Niles village and 
earned $2,303 in profit - Chicago
Sep. 3: Had a monthly/annual meeting and elected the next president for the 2016 
term, Lucy Park - Los Angeles
Sep. 8: KUMC Me&Mom is a domestic mission program that helps mom with 
infants and babies to worship together and grow, and is open to the community 
with no membership fee involved. Spent time to encourage the volunteers and 
explained the mission and purpose of  GCF.  - San Diego
Sep. 10:  Held an officers meeting to prepare for the Bazaar and did shopping - 
New York
Sep. 12:  In a monthly meeting, reported on the Bazaar shopping and held a floral 
arrangement workshop for members fellowship - Chicago
Sep. 13:  Held an Annual Fund Raising Dinner Party at The Inn at St. John's and 
the profit of $7,726 was generated - Michigan 
Sep. 13:  Regular meeting was held at the president's home of Hye Rang Choi to 
elect the new officers - San Fransisco
Sep. 14:  Held a regular meeting at the Light Village Soon Tofu restaurant and 
raised the love fund of $4,000 for the Seoul Bazaar - Washington D.C
Sep. 16:  As a fundraiser, sold pork cutlet, pickled vegetables, molasses at Dong 
Ah grocery in Oklahoma. Made the profit of $963 - Oklahoma
Oct. 4: Received the support of $1,900 raised from a benefit concert by Kwang 
Kyu Lee, the solo singer at Nova Community College Culture Center - Washing-
ton D.C
Oct. 5: Held a 10,000 stride walkathon at Red Rock Canyon and raised $1,795. 
Provided Bibimbop to members who worked - Las Vegas
Oct. 10: Participated in a community service selling Hot Dogs and Ho Dduck 
(grilled buns with melted brown sugar and nuts inside) at 'One Heart Marketplace 
Bazaar' held at Korean International School - Hong Kong
Oct. 12: Monthly meeting held at Sushi-and-Grill restaurant to report on the fund 
raised - Michigan
Oct. 15: Held a monthly meeting and a seminar was given by Dr. Koo Hee Kim 
on the topic of "Correct understanding of ethical management" - Los Angeles
Oct. 26: Visited the house with 3 children in need and gave $2,400 - Los Angeles
Oct. 30: Participated in 'WeeAhJah' Bazaar held at Queens Presbyterian Church 
with other organizations - New York
Nov. 4: Successfully finished the second 'Yard Sale' at Book Chang Dong Tofu 
House on Nov. 4-5 - Los Angeles
Nov. 7: Raised $3,000 in Hong Kong dollar by selling kitchenwares donated by 
Silver Star Group (chief executive: Do Kyung Chung) at Sandy Bay and contrib-
uted that money to 'The Society for Relief of Disabled Children' - Hong Kong
Nov. 7: Served a lunch to people with disability at Washington Milal Mission Cen-
ter and gave the donation of $1,000 - Washington D.C. 
Nov. 7: Held the 7th New Jersey Branch Walkathon to to share love with the local 
community - New Jersey
Nov. 9: After a monthly meeting at Sushi-and-Grille restaurant, had a Trivia Test 
for Mental Flexibility and Creativity, facilitated by Song Hye Nam - Michigan
Nov. 13: Gathered to thank the officers who worked hard for the Seoul and the 
New York  'WeeAhJah' Bazaars - New York
Nov. 13: Held a New Jersey Branch regular meeting at Double Tree Hotel coffee 
shop to discuss the Northeast area annual meeting, the election of the NJ Branch 
president, and to report on the 2015 Seoul Bazaar and the 7th Walkathon event - 
New Jersey
Nov. 20: Gave a donation to a student with disability (Ye Jin Oh) living in Fairfax 
- Virginia
Nov. 20: Made a contribution of $1,000 for children skipping meals at Three 
Square Foundation and helped making 5,000 boxed meals. - Las Vegas
Nov. 22: Had a fellowship gathering for members in Annandale to celebrate the 
end of year, 2015 - Virginia

2016
Jan. 18: Held the 15th annual meeting at Duranno Christian Chultural Center with 
22 members attending - Hong Kong
Jan. 30: Held the West Area annual meeting at Canyon Gate CC - Las Vegas
Jan. 31: Issued the receipt for 2015 - Headquarter
Feb. 1: Sent the first support funds for 2016 - Headquarter
Feb. 4: Kimchi bazaar fundraiser - San Diego
Feb. 8: Monthly mtg (violin lecture by Eun Ja Kim) - Michigan

Feb. 9: Mailed the new year greeting letter (about 2,000) - Headquarter
Mar. 14: Golf fundraiser at Canyon Gate CC - Las Vegas
Mar. 14: Monthly mtg (lecture on Korean folktale by Choon Ja Goh and her son in 
law, Hong San Kim) - Michigan
Mar. 19: Held a bazaar at Annandale Giant store parking lot and $1,000 of the 
proceeds was given to KADPA, an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 in VA  
-Virginia
Mar. 20: Benefit dinner concert - Indiana
Apr. 2: One day tea house and bake sale at U & I Cafe - Chicago
Apr. 2: Raised funds thru auction and lecture by Dr. Hyo Sook Jung on rehabilita-
tion at the house of board member, Sook Ja Kim. Main focus was on vitalizing 
new members - Washington DC
Apr. 2: Held a new member welcoming lunch and badge award ceremony at Hino 
Oishi - Indiana
Apr. 2: Held a mtg at Dong A restaurant to discuss the first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Oklahoma Branch and the May outing - Oklahoma
Apr. 2: Held a mtg at the president home of Hyo Boon Kim, to discuss holding the 
Annual Meeting at Toronto - Canada
Apr. 2: A presentation on "Work ethics for volunteers" was made by Eun Sung 
Kim at the vice president's home (Soon Sung Lee) - Virginia
Apr. 4: Held a 10,000 stride walkathon at Red Rock Canyon Calico Basin Park - 
Las Vegas
Apr. 8: Observed "Members Appreciation Day" at Disneyland for the purpose of 
group dynamics and fellowship - Los Angeles
Apr. 9: Soon Taek Yoo, the wife of UN Secretary-General gave a speech, 'How are 
you? I'm fine…' at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Hotel. Also New Jersey sign 
language team sang "You Raise Me Up". - New Jersey
Apr. 11:  Lunch and the treasurer's & audit report at Discovery Bay Golf Club 
followed by benefit golf tournament - Hong Kong
Apr. 11: Held a benefit golf tournament to raise GCF funds at Discovery Bay Golf 
Club as Members Day event - Hong Kong
Apr. 11: Combined the Members Day and monthly mtg over a lecture on fine art 
by Song Hye Nam at New Seoul Garden restaurant - Michigan
Apr. 14: Met at Ikebookro Metropolitan Hotel 25 in Tokyo on members fellow-
ship and signing up new members - Japan
Apr. 17: Had a monthly mtg at a Chicago GCF officer's farm to discuss attending 
the Annual Meeting in LA and for fellowship - Chicago
Apr. 20: In officers' mtg at American Club, evaluation was made on activities held 
for the first half with ideas exchanged for the second half  - Hong Kong
Apr. 23: Visited the Rockville Milal mission center and served a lunch and gave a 
donation of $500 - Washington DC
Apr. 23: Invited the Korean embassador to UN, Joon Oh as a keynote speaker at 
Club Quarters in Manhattan - New York
Apr. 23: Held the 11th walkathon at Miramar Lake to aid global children in need 
as Members Day event - San Diego
Apr. 23: Held a benefit golf tournament at Mountain View Shoreline Golf Links to 
help needy children as Members Day event - San Francisco
Apr. 24: Members from both Oklahoma and Dallas held a joint event of hiking at 
National Park for unity - Oklahoma
Apr. 30: Received 13 applications for support - Headquarter
May. 5: Commemorating Children's Day in Korea, school stationary supplies were 
given to 850 children in low income household in the area - Los Angeles
May. 7: Served 300 rolls of seaweed rice rolls to children alienated with develop-
mental disabilities in the LA area - Los Angeles
May. 9: Selected a Website vendor - Headquarter
May. 9: Had a monthly mtg over a lecture on abdominal breathing by Gyu Chan 
Hwang, the president of Michigan Korean Association - Michigan
May. 12: In a monthly mtg held at Light Village Tofu restaurant, $2,300 was 
raised by selling cosmetics, designers clothes/hats donated by members - Wash-
ington DC
May. 14: Mailed the applications for support to Review Committee - Headquarter
May. 15: Received the 2016 first half report - Headquarter
May. 15: Completed the Financial Statement and Audit Report - Headquarter
May. 15: Completed the 2015 tax return - Headquarter
May. 22: A benefit golf tournament to help needy children was attended by 112 
golfers at Westfields Golf Club. - Virginia
Jun. 13: A benefit golf tournament will be held at Shenandoah Country Club to 
help children in need - Mich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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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4 ~ 5/31/2016   Charity Fund Distribution     성금 보고

2014 - $280,044 
2015 - $202,358.14
Jan:      $6,000.00  Support children of families with Hansen's desease and 
extreme poverty in Bangladesh
Jan:      $7,500.00  Education and meal distribution for children of families 
with disability and extreme poverty in Guatemala
Jan:       $5,000.00  Pig farming project to help needy children in Guatemala
Jan:      $5,000.00  Meal distribution for needy children in Kenya
Jan:      $5,000.00  Support orphanage in Malawi -- food, clothes, medicine, 
and school supplies
Jan:      $5,000.00  Education and meal distribution for needy children in 
Nepal
Jan:      $5,000.00  Provision of yogurt to North Korean children in North 
Korea
Jan:     $5,000.00  Support needy children skipping meals in South Africa
Jan:     $6,500.00  Provision of minimum nutrition to children in extreme 
poverty in Zambia
Jan:     $2,000.00  Hanna Mission  (New Jersey Branch)
Feb:    $3,044.17  Rainbow Mission (Los Angeles Branch)
Feb:    $2,000.00  Support 'Finding Nest' program (Los Angeles Branch)
Mar:    $3,900.00  Meal distribution for needy children in Mongol
Mar:    $164.97  Support Milal mission for disabled (Washington DC)
Mar:    $300.00  Milal Mission Center (Washington DC)
May:   $5,000.00  Help needy children in South Korea
May:   $27,550.00 Special contribution for Nepal disaster
May:   $300.00  Little Lights  (Washinton DC)
May:   $300.00  Baltimore Inner City Mission Center (Washington DC)
Jun:     $500.00  The Family Counseling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Virginia Branch)
Jul:      $500.00  American Wheat Mission (Virginia Branch)
Jul:      $1,000.00 Assistance for Migrant Workers' Children  (Michigan Branch)
Jul: $2,000.00 KFAM - Back to School Program (Los AngelesBranch)
Jul: $5,000.00 Pig farming project to help needy children in Guatemala
Jul: $5,000.00 Meal distribution for needy children in Kenya
Jul: $5,000.00 Support orphanage in Malawi -- food, clothes, medi cine, 
and school supplies
Jul: $5,000.00 Education and meal distribution for needy children in 
Nepal
Jul: $5,000.00 Provision of yogurt to North Korean children in North 
Korea
Jul: $5,000.00 Support needy children skipping meals in South Africa
Jul: $6,000.00 Support children of families with leper and extremepover-
ty in Bangladesh
Jul: $6,500.00 Provision of minimum nutrition to children in extreme 
poverty in Zambia
Jul: $7,500.00 Education and meal distribution for children of families 
with disability and extreme poverty in Guatemala
Aug: $500.00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Virginia Branch)
Aug: $500.00  Boy's and Girl's Club (Virginia Branch)
Aug: $1,000.00 Assistance for Migrant Workers' Children  (Michigan 
Branch)
Aug: $1,700.00 Meal distribution for needy children in Mongol
Sep: $500.00  Milal Mission Center in Chicago (ChicagoBranch)
Sep: $1,000.00 Me & Mom  (San Diego Branch)
Oct: $38,712.00 Friends of Love in Korea - After School Program (Korea 
Bazaar – 42,584,000 Won)
Nov: $387.00 The Society for Relief of Disabled Children (Hong Kong 
Branch)
Nov: $1,000.00 Korean Disable American People Assorted (Virginia 
Branch)
Nov: $1,000.00 Milal Mission Center  (Washinton DC Branch)
Nov: $1,000.00 Baltimore Inner City Mission  (Washinton DC Branch)
Nov: $1,000.00 Little Lights  (Washinton DC)
Nov: $1,000.00 Three Square Foundation (Las Vegas Branch)
Dec: $1,000.00 Co-Co Handicapped Children's Center (New York Branch)
Dec: $1,000.00 boys & girls club, Basket ball team (Sand Diego Branch)
Dec: $2,000.00 Catholic Connection Program (New York Branch)

2016 - $53,773.43
Jan:    $7,500.00 Support uncared for children in families with Hansen's 
disease and extreme poverty in Bangladesh (Headquarter)
Jan:  $6,250.00    Education and meal distribution to children of the 
disabled and extreme poverty in Guatemala (Headquarter)
Jan:  $4,000.00    Pig farming project to help needy children in Guatemala 
(Headquarter)
Jan:  $5,000.00    Provide basic needs -- food, clothes, and shelter to 
families in extreme poverty in Mongol (Headquarter)
Jan:  $5,000.00    Education and meal disbtribution to needy children in 
Nepal (Headquarter)
Jan:  $6,500.00    Provide minimum nutrition to children in extreme 
poverty in Zambia (Headquarter)
Jan:  $5,000.00    Help children in need in South Korea (Headquarter)
Jan:  $2,000.00    Hanna Mission (New Jersey Branch)
Jan:  $2,000.00    King's Church - Wayne Cho (New York Branch)
Jan:  $2,999.60    Bike donation to local school children (San Francisco 
Branch)
Mar:  $1,000.00    VA Korean American Disabled People's Association 
(Virginia Branch)
Mar:  $500.00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Youth Services 
(Virginia Branch)
Apr:  $500.00    Milal Center (Washington DC Branch)
Apr:  $1,000.00    Julian Center (Indiana Branch)
Apr:  $500.00    Children Bureau, Inc. (Indiana Branch)
Apr:  $523.83    Day Spring Center (Indiana Branch)
Apr:  $500.00    Sandiego Hand and Hand (San Diego Branch)
Apr $500.00    Vision Mudial Nueva Vida A.C (San Diego Branch)
Apr $500.00    Boy Scouts of America SD (San Diego Branch)
Apr $500.00    World Ark Mission (San Diego Branch)
Apr $1,000.00    Prevent Child Abuse Indiana (Indiana Branch)

TOTAL - $3,437,507 (1998 ~ 5/31/2016)

글로벌 어린이 재단 회원가입

경제적, 사회적 위기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결식 
아동, 소년 소녀가장, 기아상태에서 병들고 헐벗
은 불우한 어린이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들이 모여 어려움에 시달리
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회비 (Membership Fee)
- 정회원: 연회비 $120 이상 - 매월 $10 이상

- 평생회원: $1,000 이상
- 후원회원: 원하시는 금액
- 운영회원: 원하시는 금액

Payable to :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

보내실 곳: 4026 third St. San Francisco, CA 94124

Website : www.globalchildren.org

온라인상으로 도네이션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미국 연방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Non-Profit 기관이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IN: 52-2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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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회원    Life Members   
Atlanta  권오필/ 무명/ 박경자/ 박기수/ 박영신/ 심선흥/ 윤혜자/ 
이세숙/ 이정예/ 한정미 (10) 

Chicago  강금자/ 강미애/ 강상규/ 강순애/ 강쎈디/ 강찬순/ 김경자/ 
김경희/ 김남희/ 김명희/ 김미애/ 김선자/ 김성림/ 김수잔/ 김숙자/ 
김연화/ 김영례/ 김영희/ 김유자/ 김은자/ 김일지/ 김정숙/ 김주진/ 
김창님/ 김혜은/ 남경숙/ 남기일/ 류순화/ 문지원/ 박 테레사/ 박순희/ 
박영숙/ 박육빈/ 박은기/ 박은자/ 박현주/ 박혜련/ 배두현/ 배월순/ 
서민숙/ 서병혁/ 서제니/ 서진화/ 성숙영/ 손관옥/ 손월터/ 송난희/ 
신혜순/ 심(김)해옥/ 심기창/ 심양지선/ 심정열/ 연수잔/ 염애희/ 
오신애/ 원재령/ 유난경/ 유명원/ 유문선/ 유소연/ 이 제임스/ 
이근영(혜선)/ 이금숙/ 이남희/ 이선례/ 이소정/ 이순자/ 이원남/ 
이은숙/ 이정희/ 이제인/ 이지연/ 이현혜/ 이혜선/ 임양례/ 임주연/ 
장캐시/ 전성희/ 정영선/ 정은희/ 정인경/ 정일선/ 조수완/ 진동숙/ 
천현수/ 최(장)성숙/ 최기화/ 최영희/ 추수현/ 폴   유/한고은/ 한미숙/ 
한상옥/ 함경애/ 호봉란/ 홍용희/ 홍정희 (97)

Dallas   Tae Sun Ready/ 강 마가렛/ 강석란/ 곽경희/ 마영 스테픈/ 
신종하/ 안 제니퍼/ 이송영/ 이영옥/ 이윤광/ 이은옥/ 이카니/ 이혜순/ 
정명훈/ 정숙희/ 한선이 (16)

Germany  윤용진 (1)

Hong Kong  김가해/ 김옥희/ 김유경/ 김정애/ 김정자/ 김정후/ 
김춘자/ 김혜영/ 마정연/ 문은명/ 박성애/ 박영숙/ 박혜정/ 박혜정/ 
방혜자/ 백봉현/ 변금희/ 변희영/ 송영란/ 신영/ 유석고/ 윤덕란/ 
이경실/ 이명희/ 이성경/ 이양순/ 이영희/ 이옥규/ 이제인/ 이희연/ 
임혜경/ 장은명/ 정도경/ 조경진/ 조재클린/ 조정희/ 조청자/ 
최금란/ 최은희/ 허성희/ 현지혜/ 홍정숙/ 황문영/ LAM IRENE/ 
Ngan Lee Linda (45) 

Indiana  김경임/ 김명숙/ 김재은/ 김풍실/ 박부옥/ 박원신/ 방윤희/ 
백기은/ 변선원/ 서올리비아/ 서인숙/ 염귀옥/ 이미경/ 이정애/ 
조은재 (15)

Japan  Kanai Yukie/ Miki Kajikawa/ 기요모도 다까꼬/ 김길자/ 
김승자/ 김영숙/ 김은숙/ 김현수/ 문춘자/ 박경옥/ 서  순/ 송정희/ 
윤진순/ 최영숙/ 허선숙 (15)

Korea  권금연/ 김정숙/ 민병옥/ 백희영/ 서말분/ 신수연/ 신정숙/ 
이명림/ 이명숙/ 이봉숙/ 이영순/ 이영호/ 이인자/ 이재우/ 이지윤/ 
이희호/ 장금정/ 정영근/ 최영희 (19) 

Las Vegas  김남선/ 김해정/ 라이스 난희/ 민경순/ 서미선/ 
이난희/ 전영신/ 정상옥/ 주영숙/ 차신재/ SCHENK JOSPH (11)

Los Angeles  강소연/ 강영미/ 강친효/ 고상미/ 곽윤영/ 권명주/ 
김귀희/ 김루시아/ 김비비안/ 김상경/ 김선숙/ 김선영/ 김수잔/
김순덕/ 김순자/ 김애나/ 김엘렌/ 김엘리자베스/ 김영숙/ 김용임/ 
김용화/ 김은숙/ 김인자/ 김인자/ 김정옥/ 김조앤/ 김춘분/ 김클라라/ 
김혜숙/ 김혜자/ 김효숙/ 문인순 (작고하심)/ 문일영/ 민윤숙/ 박강현/ 
박루시/ 박시자/ 박   용/ 박용임/ 박재인/ 박정윤/ 방현숙/ 배계자/ 
백경애/ 서현표/ 송써니/ 신광순/ 신이숙/ 심진/ 아네스 안/ 안화미/ 
엄귀자 (작고하심)/ 여영미/ 연지연/ 오은영/ 유분자/ 유웬디/ 유희숙/ 
이계옥/ 이규순/ 이그레이스/ 이덕순/ 이메리 (작고하심)/ 이명희/ 
이미경/ 이복형/ 이선희/ 이송희/ 이숙/ 이순자/ 이실비아/ 이은숙/ 
이재희/ 이정기/ 이정인/ 이정희/ 이해정/ 이화/ 이희숙/ 임송죽/ 
임정숙/ 임정희/ 장성희/ 장외순/ 장희수/ 정데보라/ 정데비/ 정명순/ 
정복선/ 정영태/ 정윤정/ 조테레사/ 지순애/ 지은경/ 지희순/ 차경숙/ 
차성규/ 최기숙/ 최옥순/ 최윤정/ 최윤정/ 최인숙/ 최종선/ 최죽환/ 
최캐롤/ 한마리아/ 한미쉘/ 한정희/ 함유혜/ 허연이/ 홍옥란 (111) 

Michigan  강금덕/ 강학순/ 고국화/ 곽영자/ 권경자/ 김경희/ 김사라/ 
김석애/ 김선영/ 김순진/ 김영선/ 김은자/ 김인복/ 김인희/ 김정희/ 
김조희/ 남송혜/ 남영렴/ 민영순/ 박숙자/ 박정숙/ 박정옥/ 박주리/ 
서동선/ 서은지/ 석그레이스/ 소(이)동숙/ 송옥희/ 신순례/ 신용자/ 
심영원/ 엄영진/ 우순정/ 원윤식/ 유신향/ 윤길자/ 윤명식/ 윤정란/ 
이명숙/ 이서희/ 이석주/ 이순영/ 이순자/ 이은경/ 이정자/ 이혜현/ 
이희형/ 장순명/ 전미은/ 정영애/ 정인경/ 차승순/ 최은숙/ 최지선/ 
한금숙/ 홍문숙/ 황   옥/ 황혜옥 (58)
  

New Jersey  Kim H. Akers/ 강흥순/ 김기/ 김수자/ 김순자/ 김영임/ 
김옥환/ 김정숙/ 박송옥/ 박안나/ 박애리/ 박애숙/ 방숙자/ 백귀현/ 
백선금/ 송인숙/ 안 마가렛/ 양성택/ 양정인/ 육애슐리/ 윤경희/ 
이명신/ 이미경/ 이성희/ 이영순/ 이필례/ 이희숙/ 임향숙/ 장태희/ 
정이경/ 정회정/ 조안젤린/ 주선영/ 최수지/ 최정례 (35) 

NY/UK/CT  강경선/ 강소피아/ 강영옥/ 강원영/ 곽기화/ 김광희/ 
김기령/ 김문자/ 김선화/ 김에스더/ 김영숙/ 김유리/ 김현숙/ 김희진/ 
문성애/ 박나오미/ 박대선/ 박승화/ 박신호/ 박영미/ 박영숙/ 박태선/ 
박혜경/ 박혜화/ 박희양/ 배광희/ 송선애/ 신은주/ 안혜숙/ 유의자/ 
이강혜/ 이기철/ 이미쉘/ 이보영/ 이순귀/ 이애미/ 이원국/ 이일령/ 
이정희/ 이주예/ 이지양(최)/ 이진경/ 이채임/ 이현자/ 장현숙/ 전명혜/ 
전영희/ 정현나/ 조남현/ 조영남/ 주성남/ 최성남/ 최윤정/ 칸시미/ 
한국희/ 한혜진/ 허미영/ 현종옥/ 황성혜/ Alicia M. Kershaw/ 
Shirley Kenny (61)

Oklahoma  김영자/ 김지나/ 노진숙/ 문승옥/ 박길자/ 배정순/ 양태자/ 
이경희/ 이레나/ 최성화/ 홍경애/ 홍미현 (12)

Philadelphia  Helen Chung/ 박종숙/ 이형원 (3)

San Diego  곽영옥/ 김경숙/ 김상희/ 김성희/ 김써니/ 김영님/ 김은경/ 
김정아/ 배서희/ 백영희/ 변애수/ 안애영/ 연자영/ 유승기/ 이상연/ 
이양숙/ 장건희/ 정님 클랜/ 정미숙/ 조경분/ 조순길/ 조은정/ 지나지/ 
한유미/ 홍양화버/ 홍정숙/ 홍정숙/ 황금숙/ Joanne Majors (29) 

San Francisco 강문희/ 강애나/ 강연숙/ 곽정연/ 구영애/ 권명욱/ 
권욱순/ 김경녀/ 김그레이스/ 김선희/ 김우미/ 김정애/ 김정진/ 
김진영/ 김태연/ 김현숙/ 문채연/ 박희례/ 사랑/ 서기정/ 서순희/ 
서주연/ 석성욱/ 성기순/ 송경자/ 신도숙/ 신옥현/ 신정은/ 신혜경/ 
안현숙/ 양데비/ 양승희/ 양홍자/ 우명자/ 유소피아/ 유숙자/ 윤미정/ 
이경자/ 이미미/ 이미영/ 이복님/ 이수정/ 이혜련/ 이용해/ 이인선/ 
이주희/ 이태선/ 이현숙/ 이환권/ 임길옥/ 전영옥/ 정경애/ 정미숙/ 
정좌희/ 정한나/ 정혜영/ 정희정/ 조종애/ 최혜랑/ 추데니/ 현원영/ 
Fan, Stella/ Michelle Kyi (62)

Toronto  김용수/ 김효분/ 박정희/ 방효재/ 신아름/ 전명경 (6) 

Virginia  길학선/ 김미자/ 김선이/ 김선화/ 김수잔/ 김순자/ 김영혜/ 
김지혜/ 김향주/ 남인경/ 문혜자/ 민경희/ 박경자/ 박완다/ 박요안나/ 
박유진/ 박재신/ 박종옥/ 심경희/ 안경미/ 오경순/ 우다영/ 유예숙/ 
이명옥/ 이명자/ 이병분/ 이수동/ 이수잔나/ 이숙희/ 이순성/ 이은수/ 
장정희/ 정데보라/ 정인숙/ 조성희/ 조은옥/ 최 S. 정/ 최명현/ 
최평란 (39) 

WashingtonDC Metro  강명희/ 강문자/ 강연진/ 강영미/ 강옥형/ 
강효숙/ 구희수/ 권죽순/ 김광자/ 김명희/ 김민지/ 김박자/ 김수잔/ 
김숙자/ 김순희/ 김지수/ 남호진/ 박영숙/ 박영주/ 박옥영/ 박   진/ 
백옥자/ 백혜원/ 손목자/ 손미자/ 신선숙/ 신영주/ 신영희/ 심정림/ 
안정애/ 양정자/ 엄데레사/ 유연담/ 윤인옥/ 이갑자/ 이강석/ 이경애/ 
이경자/ 이계손/ 이등자/ 이명자/ 이복희/ 이부숙/ 이선희/ 이순희/ 
이영숙/ 이윤미/ 이정민/ 이정진/ 이정화/ 이정희/ 이지수/ 이흥희/ 
장성윤/ 장혜담/ 전명옥/ 전   청/ 정(김)은희/ 정릴리/ 정영숙/ 조순우/ 
주옥임/ 지수지/ 차(이)성애/ 차영희(상경)/ 채근희/ 최미나/ 최선희/ 
최재귀/ 최정미/ 최정희/ 한광자/ 한광자/ 한위석/ 홍이표/ 홍지완 (76)

Washington States  박양숙 (1)

Wisconsin  Kay Ward/김난주/김진난 (3)

총회 7월 9일 - 10일
Los Angeles Oxford Hotel

2016년 바자 10월 15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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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Yen Wen-Chiong/ 구시온/ 김영아/ 백경자/ 서미경/ 윤경실/ 
이선옥/ 이원자/ 이진산/ 정안철/ 최인숙/ 캐나다 지부/ 
Veronica Amador (13) 

Chicago 강순애/ 구영자/ 권명섭/ 김(이)민정/ 김광태/ 김근숙/ 
김미경/ 김미애/ 김민정/ 김상익/ 김선숙/ 김유자/ 김정국/ 김정희/ 
김정희/ 김종덕/ 김종인/ 김주진/ 김진/ 김토니/ 김현일/ 김회숙/ 
김희자/ 남경숙/ 남정현/ 녹원/ 맹숙영/ 박 테레사/ 박규영/ 박명기/ 
박영숙/ 박일신/ 박현주/ 백도지/ 서민숙/ 서병혁/ 서정일 장의사/ 
서초식당/ 성숙영/ 성에드워드/ 송문자/ 송희영/ 시카고지부/ 신경우/ 
심정열/ 안정란/ 안젤라 권/ 유소연/ 윤근흠/ 이국무/ 이근보/ 이용목/ 
이용수/ 이정애/ 이창융/ 이형인/ 이혜선/ 임광택/ 전성희/ 조근상/ 
조원남/ 조인숙/ 최기화/ 최상철/ 최은희/ 최치랑/ 최화섭/ 한명자/ 
한미혜/ 한상옥/ 한연희/ 함은경/ 허남석/ 황은희/ 황춘옥/ 
Don Sampen/ Green Trail Florist/ Hot USA Inc. (78)

Dallas 김정선/ 이은옥/ 이은희/ 이형천 (4)

Germany 윤용진

HongKong  김미경/ 김미리/ 김정애/ 김정자/ 김혜영/ 문은명/ 박미정/ 
박   민/ 박소연/ 박혜정/ 방혜자/ 배영희/ 변금희/ 송영란/ 신   영/ 
신혜원/ 유인식/ 유정란/ 이경실/ 이경애/ 이남우/ 이명희/ 이미애/ 
이미화/ 이민자/ 이성경/ 이수영/ 이시현/ 이운미/ 이정규/ 이진수/ 
임미정/ 장숙이/ 전미숙/ 정도경/ 정안숙/ 찬곽 윙/ 채희숙/ 최용순/ 
황현숙 (40) 

Indiana  First KUMC/ 김경임/ 김미형/ 김순영/ 김후남/ 나영심/ 
류수애/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민경숙/ 박미영/ 박선영/ 박승현/ 방윤희/ 배정주/ 변선원/ 
서용현/ 서인숙/ 송기분/ 안덕승/ 안인정/ 양연정/ 양은림/ 여성숙/ 
염귀옥/ 우 비비안/ 윤 새하라/ 윤석철/ 윤영희/ 윤흔영/ 이미경/ 
이정애/ 이정자/ 이진주/ 이해명/ 인디애나지부/ 장연화/ 장정애/ 
장진옥/ 전희정/ 조은재/ 조정희/ 최영현/ 최정숙/ 최향숙/ 한영주/ 
형영순/ 홍소희/ 황정원/ 후츠 효 (59) 

Japan  고인금/ 구리하라 미요꼬/ 기요모도 다까꼬/ 김선화/ 김정자/ 
김혜숙/ 문춘자/ 배숙자/ 안도 레이꼬/ 안도 사다미/ 이미자/ 이향림/ 
일본지부/ 조옥선/ 천현숙/ 최춘자 (16)

Los Angeles  강소연/ 권명주/ 김경란/ 김귀희/ 김루시아/ 김선숙/ 
김수잔/ 김용임/ 김은찬/ 김인자/ 김인자/ 김인준/ 김정옥/ 김호영/ 
노인정/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로스엔젤레스지부/ 명오주/ 미상/ 
민윤숙/ 박루시/ 박정윤/ 박현선/ 서영민/ 서현표/ 송미영/ 애니카여/ 
월드 스페셜 연맹/ 유웬디/ 유혜경/ 유희숙/ 이덕순/ 이실비아/ 이예나/ 
이정인/ 이정희/ 이정희/ 이희숙/ 임정숙/ 정명순/ 정윤정/ 조미화/ 
조영숙/ 주순옥/ 지은경/ 지희순/ 차성규/ 최계자/ 최옥순/최윤정/ 
평통 (LA)/ 한미은행/ 허연이/ 홍옥란/ CBB Bank/ Charles Cho MD/ 
Dr. Kim/ Eugene Song/ Hanson/ J J Hotel/ Jackie Kim/ John Kim/ 
John Suh/ Rosen Group Inc/ Simon Yi/ Young Ja Che/ 
Youstar Media, Inc (67)

Las Vegas 김미셸/ 김미희/ 김서영/ 김은숙/ 김일련/ 김종순/ 김창선/ 
김해정/ 노미/ 노희자/ 라스베가스지부/ 명섭 Wray/ 미미 몰스/ 미상/ 
백성희/ 백혜수/ 서미선/ 서선아/ 선 정/ 송테리/ 신명구/ 실버 권/ 
안티나/ 양수잔/ 엄경희/ 염순자/ 오건장/ 오영애/ 우리좋은 교회/ 
이경희/ 이미자/ 이선자/ 이순옥/ 이신디/ 이정선/ 이혜선/ 임영숙/ 
전영신/ 정상옥/ 조영희/ 조은형/ 조형옥/ 지니홍/ 차미경/ 차신재/ 
최리사/ 캠벨 영/ Minyoung Lee/ YAMA SUSHI LV INC (50)  

Michigan  강금덕/ 강원숙/ 강학순/ 고춘자/ 김경희/ 김동주/ 김말숙/ 
김미정/ 김복련/ 김복순/ 김새라/ 김선영/ 김순옥/ 김순진/ 김신덕/ 
김영은/ 김영효/ 김은숙/ 김은자/ 김재복/ 김정희/ 김조희/ 김창희/ 
김창희/ 김현정/ 나영희/ 남송혜/ 남영렴/ 노춘남/ 디트로이트 한인회/ 
류동선/ 리재남/ 미상/ 미시간지부/ 박숙자/ 박순옥/ 박영아/ 박영종/ 
박정옥/ 박현자/ 박희자/ 배덕순/ 백명희(김)/ 석그레이스/ 신용자/ 
신종란/ 엄영진/ 염정순/ 오금주/ 오미령/ 오혜경/ 우선혜/ 위옥이/ 
윤길자/ 윤덕순/ 윤명식/ 윤영혜/ 이광자/ 이명숙/ 이미경/ 이서희/ 
이순영/ 이은경/ 이은숙/ 이은진/ 이정자/ 이혜현/ 장명옥/ 장순명/ 
정영애/ 정은영/ 조미경/ 조신강/ 조영숙/ 차승순/ 차현우/ 최영순/ 
최은숙/ 형   용/ 황옥/ 황혜옥/ Veronica Ratola (82) 
 
New Jersey 강수임/ 곽유라/ 권정옥/ 김경식/ 김사라/ 김현진/ 김형자/ 
뉴저지지부/ 문광선/ 문소니아/ 박길자/ 박송옥/ 박수잔/ 박애리/ 
박애숙/ 박애영/ 박용무/ 박정원/ 방숙자/ 백귀현/ 백세현/ 변성원/ 
손재남/ 송인숙/ 양영애/ 양정인/ 육애슐리/ 윤경희/ 윤광조/ 은하수/ 
이강일/ 이경숙/ 이명신/ 이미라/ 이복순/ 이봉선/ 이수정/ 이순이/ 
이영순/ 이재은/ 이필례/ 이화/ 임영복/ 전내과 심장내과/ 전희숙/ 
정회정/ 조경애/ 조성옥/ 조안젤린/ 조혜경/ 주경실/ 최경희/ 최수지/ 
최순애/ 최현나/ 하명순/ 한상령/ 홍은주/ Elizabeth/ 

Holy Land E.C.C. Inc/ TOM LAMBROS TTEE (61)

New York  Federico Gallo/ 강원영/ 곽복향/ 권현주/ 김 스와들러/ 
김경진/ 김광희/ 김기령/ 김리라/ 김문자/ 김선혜/ 김성은/ 김에스더/ 
김영숙/ 김영심/ 김영자/ 김용희/ 김유리/ 김희자/ 김희진/ 노신숙/ 
뉴욕지부/ 도상은/ 로드 비전 커뮤니티 교회/ 민영수/ 박영숙/ 배광희/ 
서종애/ 송영희/ 송진희/ 안혜숙/ 오경숙/ 오선아/ 오영돈/ 오옥희/ 
오정수/ 윤영식/ 이귀자/ 이미숙/ 이보영/ 이삼지자/ 이성운/ 이숙욱/ 
이여란/ 이연수/ 이영희/ 이일령/ 이재현/ 이정혜/ 이종임/ 이종임/ 
이주예/ 이진경/ 이채임/ 이화인/ 이효순/ 장진숙/ 장현숙/ 전명혜/ 
전영희/ 조남현/ 조영남/ 조찬구/ 최성남/ 최영인/ 한명숙/ 한혜진/ 
현종옥/ 홍   반/ 황병남/ 황성혜/ Gloria Apparel, Inc/ 
Hyeakyoung Draves/ Margo M Obrien/ Richard Hong/ Sarah Fort (76)

Oklahoma
구니나/ 김로사/ 김정애/ 김지나/ 김진이/ 노진숙/ 성선희/ 소선경/ 
송옥화/ 오클라호마 지부/ 이경희/ 이선회/ 이소영/ 정명옥/ 최명주/ 
최성화/ 홍미현 (17)

San Diego  Jim Rice Jr./ Jim Rice JR/ 강호욱/ 고광일/ 구지명/ 
권미선/ 김경자/ 김동희/ 김상희/ 김성숙/ 김성진/ 김소영/ 김써니/ 
김영님/ 김영숙/ 김웅민/ 김일진/ 김정근/ 김정아/ 민종원/ 박원희/ 
박준희/ 박혜숙/ 박호진/ 배서희/ 백종현/ 변승애/ 샌디에고 지부/ 
샌디에고 한인회/ 손미리/ 손정숙/ 신혜연/ 심점석/ 안애영/ 앤드류 장/ 
어   윤/ 엄진호/ 연자영/ 오영훈/ 우리성모병원/ 원킹/ 유승기/ 이규영/ 
이균행/ 이묘순/ 이상연/ 이은희/ 이주희/ 이현수/ 이화진/ 임성희/ 
임천빈/ 정님 클랜/ 정미숙/ 정샤론/ 정진숙/ 조선 BBQ/ 조순길/ 
종합치과/ 지나지/ 최경숙/ 최생원/ 최진호/ 티나/ 하나 투어/ 한유미/ 
한춘진/ 한화심/ 한희정/ 함장식/ 황금숙/ 황승영/ Joanne Majors/ 
SD 상공회의소/ Soon Lynch (75)

San Francisco  강대욱/ 강애나/ 강연숙/ 강영혜/ 강창식/ 
갤러리아마켓/ 곽정연/ 교또 스시/ 권욱순/ 김금자/ 김기덕/ 김만순/ 
김매자/ 김성련/ 김성현/ 김성희/ 김수잔/ 김실비아/ 김영숙/ 김윤희/ 
김은미/ 김재민/ 김진숙/ 김춘자/ 김환규/ 김희숙/ 린다 로저스/ 
문순찬/ 박선심/ 박영자/ 박정연/ 박희례/ 샌프란시스코지부/ 서영희/ 
서주연/ 성기인/ 송경자/ 송훈정/ 아이스마일 치과/ 안경옥/ 안현숙/ 
양승희/ 오남근/ 우귀연/ 유병주/ 유숙자/ 유제니/ 윤종율/ 이광용/ 
이문자/ 이미미/ 이복님/ 이봉환/ 이상국/ 이성규/ 
이스트베이노인회(김옥연 회장)/ 이안자/ 이월순/ 이윤구/ 이은자/ 
이은주/ 이인자/ 이정순/ 이제남/ 이주희/ 이현숙/ 이환권/ 
임마누엘 장로교회/ 장숙희/ 장애옥/ 장영준/ 장은영/ 장재중/ 정경애/ 
정광영 신부님/ 정혜란/ 조금호/ 조종애/ 존슨 경차/ 주님의교회/ 
차경환/ 채인숙/ 천성교회/ 최선희/ 최혜랑/ 캐티 최/ 한국마켓/ 한동만/ 
함춘미/ 현원영/ 홍행애/ Courtney Coomes/ Pitcher Geraldine (93)

Virginia  ZZIM USA, INC/ Debbie Y Park/ Hyong Hoe Kim/ 고봉작/ 
김경순/ 김광성/ 김미다/ 김선이/ 김선화/ 김성실/ 김수잔/ 김순자/ 
김에스터/ 김영혜/ 김옥식/ 김정원/ 김지나/ 김지혜/ 김화자/ 김환희/ 
나군자/ 노현순/ 문혜자/ 박서규 회계사/ 박완다/ 박재희/ 박혜련/ 
버지니아 지부/ 서정희/ 섬광교회/ 신길순/ 심경희/ 심은하/ 오기환/ 
오마리/ 오재노/ 오현주/ 윤유식/ 윤정숙/ 윤지훈/ 이경자/ 이경희/ 
이남숙/ 이명자/ 이명희/ 이순성/ 이순옥/ 이신디/ 이영자/ 이재숙/ 
임마누엘 미장원/ 임선의/ 장석자/ 장원반점/ 장정수/ 장혜선/ 정미승/ 
정미혜/ 정양순/ 제니퍼 박/ 제시 킴/ 조선재/ 조은옥/ 조종희/ 차진호/ 
최명현/ 최민석척추신경/ 최찬기/ 최평란/ 캐더린 김/ 함윤석/ 허정숙/ 
호남향우회 - DC/ 홍헬렌/ Andy Choi 융자/ Anti Aging Laser Spa/ 
Beom G Yeo/ Custom Floor/ Debbie Y Park/ Deok J. Lee/ 
Int'l Title & Escrow INC./ Inwoo Investment LLC/ 
Maurice Cho Benesch/ New Star Realty & Investment Corp./ 
Pong Jak Ko/ S Beauty Center LLC/ Sara Y Moser/ 
T&J Chiropractic Inc/ Vision Law Group PLLC/ 
Vision Title & Excrow LLC (91)

Washington DC  Gianna Zucchi/ Jeffrey Chung/ 강명희/ 강옥순/ 
강효숙/ 고옥자/ 구영희/ 권죽순/ 김군자/ 김기한/ 김명숙/ 김명희/ 
김방진/ 김보남/ 김성희/ 김숙자/ 김순희/ 김영신/ 김정화/ 김정희/ 
김찬수/ 김현지/ 김혜수/ 남호진/ 박영숙/ 박영주/ 박옥영/ 박주성/ 
박행자/ 백이순/ 백혜원/ 손목자/ 신선숙/ 심정림/ 안정자/ 엄데레사/ 
워싱턴DC지부/ 유영진/ 윤수연/ 이경숙/ 이경애/ 이경자/ 이계손/ 
이금혜/ 이덕선/ 이래온/ 이명자/ 이병기/ 이부숙/ 이상례/ 이성희/ 
이수산나/ 이영숙/ 이예선/ 이윤근/ 이정민/ 이흥희/ 이희구/ 장혜담/ 
정두현/ 조승자/ 조윤자/ 최명혜/ 최정희/ 한위석/ 홍광순/ 홍성원/ 
홍이표/ Edward Sohn/ Jay Global MD Enterprise Inc (70) 
 
Washington  김명숙 (1) 

Wisconsin  Kay Ward/ 김난주/ 김진난/ 조정기/ Dell Delton United 
Methodist Chur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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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후원단체    (1998 ~4/30/2016)
    

뉴저지 
성산교회 (WMBC-TV 63) 
Advanced Food System, Inc.
Joh’s Foundation
마운틴 사이드 복음교회

뉴욕 
메트라이프 (장태정)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

커네티컷 
Anna & Kenneth Song’s Foundation

델라웨어 
델라웨어 감리교회(여선교회)

워싱턴 DC 
갈보리장로교회
베다니장로교회
벧엘교회사회봉사부 
쏠리스트 앙상블
지구촌교회포토맥셀그룹
Bankers Funding (Danny Kim) 
Citstar Funding Co.
ICT
Jurie Foundation  
KOWIN
Prime Medical Supply
주미대사관 KOWIN-Washington D.C.
World Bankcard Services

버지니아 
섬광교회 Shining Star Communit
Kim Hopkins Associates 
K.H. Management
ZZIM USA, Inc.
The Korean American Family Counselling
Joan Lovett Realty
섬광교회

시카고 
갈보리장로교회

선우회
시카고노인건강센터
시카고 중앙일보
시카고 총영사관 
시카고 한인회
중앙 성결 교회
프로오토 
한국일보 시카고
한마음선원(혜주스님) 
Advanced Communication Service
BISCO, Inc. 
CAN International Inc.
MB Financial
MC Sales & Marketing 
The Rockford Korean Church
         (Women’s Club)

아틀란타
아틀란타 한인교회
연합장로교회
한인감리교회

라스베가스 
이화여대동문회

로스엔젤레스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밝은미래재단 
소망소사이어티
아주부동산
엑사파운데이션
윌셔 은행
정김 리빙 트러스트
제이타운 
중앙은행
하버익스프레스
한미은행 
Aju Property Management Co.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KTA SC  
Mansfield Textiles, Inc.
Turbo Tire
Dream Partners Corp
나라은행
Korean American Volunteer Corps

샌프란시스코
김스통운
김한일 치과
뉴커뮤니티침례교회
북가주재건교회
상항한인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웰스파고 은행 
재외동포재단
Associated Builders
Jacob Malek-Zadeh
Galleria Market
Northern California Charity Foundation
San Yi Plumbing
Western Gravel Roofing & Supply Inc.
God’s Image
재외동포재단

홍콩 
이화여고동창회(62)
홍콩이화여대동창회
홍콩총영사관부인회

한국 
(주)고려은단
(주)동산화장품
(주)루펜리
(주)삼화여행사
(주)에르도스
(주)엔-초이스
(주)진도 에프엔
(주)포항스틸러스 
(주)현대아트
BMW 코리아
우신기업
이동수(금강 LLC)
한국가스공사부인회 
한국완구협동조합
LA 북창동순두부

GCF 본부  
Child Aid International

$1,000 이상 후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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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어린이재단  18년의 활동을 한눈에  www.globalchildren.org

2016년 (as of 4/30/2016)
$3,000 이상   조안젤린 (뉴저지)

$1,000이상
로스엔젤레스 
Charles Cho MD, 이덕순 
샌디에고
안애영
샌프란시스코 
이주희, 서주연

      시카고
박영숙, 강순애
인디애나 
이정애
미시간
이순영
뉴저지 
박애숙, 이필례, 윤경희, 정회정, 
Tom Lambros Ttee , 이미라
라스베가스
전영신, 차신재, 정상옥
뉴욕 
이일령
버지니아 
김경순, Custom Floor, Beom G Yeo

2015년
$10,000 이상 이경애 (워싱턴 DC)
 찬곽 윙 (홍콩)
$5,000 이상  김정옥 (로스엔젤레스)
 성숙영 (시카고)
 유승기 (샌디에고) 
$3,000 이상  김순희 (워싱톤 DC)
                 임천빈 (샌디에고)
                 서민숙 (시카고)
                 조안젤린(뉴저지)
                 김새라(미시간)

2014년
$10,000 이상 김정숙 (뉴저지)
$5,000 이상  Brian Kim (시카고)
 Ann Park (로스엔젤레스)
 조안젤린 (뉴저지) 

 Donors   특별 후원자 

$3,000 이상  김문자 (뉴욕)
 서병혁 (시카고)
 임천빈 (샌디에고)
 박희례(샌프란시스코)
 이명자 (워싱턴) 

2013년
$10,000 이상 최금란 (홍콩)
$3,000 이상  서민숙 (시카고)

2012년
$20,000 이상 방혜자 (홍콩)
$5,000 이상 김순희(워싱톤)
 이희연 (홍콩) 
$3,000 이상 서민숙( 시카고)
 손목자 (워싱톤)
 정경애 (SF)

2011년
$20,000 이상 방미숙 (뉴욕) 
$10,000 이상 박경옥 (일본)
 손미자 (워싱톤) 
 최금란 (홍콩)
$5,000 이상 최성남 (뉴욕) 
$3,000 이상 송인숙 (뉴저지)
 서민숙 (시카고)
 이영순 (뉴저지)
2010년 
$10,000 이상 박경옥
 천철삼 (일본)
$5,000 이상 임천빈 (샌디에고)

2009년 
$20,000 이상 주선영 목사부부
   (뉴저지성산교회)
$10,000 이상 정경애
 이명희 부부 (홍콩)
 임천빈 (샌디에고)
$3,000 이상 서민숙 (시카고)
 현원영 (SF)

2008년 
$10,000 이상 주선영 부부 (뉴저지)
 임천빈 (샌디에고)
$3,000 이상 지희순 (LA)
 이서희 (미시간) 
 서민숙(시카고)

2007년 
$20,000 이상 방혜자 (홍콩)
$10,000 이상 주선영 부부 (뉴저지)
$5,000 이상 방숙자
 심정열
 Daniel Kim(DC)
$3,000 이상 서진화
 서민숙(시카고)  
 Kenneth & Anna Song
                     (뉴저지)

2006년 
$10,000 이상 백선금
 조영근 
 유분자(LA)
 정좌희
 정경애 (SF)
 민병옥 (서울)
  Kenneth & Anna Song
                     (뉴저지)
 이희숙(LA)
$5,000 이상 주선영 부부 (뉴저지 )
$3,000 이상 송인숙
 서민숙 (시카고)

2005년 
$10,000 이상 방혜자
 정경애
 Kenneth & Anna Song 
                      (뉴저지)
$5,000 이상 송인숙 
$3,000 이상 주선영 부부 (뉴저지)



Summer 2016  |  Global Children Foundation32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글로벌어린이재단)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로 생긴 많은 실업

자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

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 몇몇 미주 한인 어머니들이 

모여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먹이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여 2만 달러

를 만들어 한국으로 보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현재까지 약 300만 달러를 모금하여 한국

뿐 아니라 캄보디아, 캐나다, 차드, 중국, 콩고, 동티모르, 과테말라, 아이티, 

홍콩,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케냐,  키르즈키스탄, 말라위, 모

리타니아, 멕시코, 몽고, 모잠비크, 네팔, 페루,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

단, 탄자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잠비아의 아동들을 도왔습

니다.

 

그 동안 회원 수가 5,000여명으로 육박하였고 전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 18개 

지부, 아시아 지역에 일본, 한국 그리고 홍콩지부를 포함하여 도합 21개 지

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로 일하고 있는 Global Children 

Foundation의 일반회비는 매월 10달러, 연 120달러이고 평생회비는 1,000 

달러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보내지

는 성금은 전액 구제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굶주리는 아이 없는 세상을 향한 꿈을 향해, 

또 불우한 아이들의 구제와 복지, 교육과 선도를 위해 노력해 왔고 계속해

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

시는 성금이 결코 헛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직 지구촌 

한 구석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끼니와 함께 여러분의 사랑

이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글로벌 어린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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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upport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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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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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especially those in the country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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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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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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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ort,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has raised and distributed more th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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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bodia, Canada, Chad, China, 

Congo, East Timor, Guatemala, Haiti,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Jordan, 

Kenya, Korea, Kyrgyzstan, Malawi, Mauritania, Mexico, Mongol, Mozambique, Nepal, 

Peru, South Africa, Sri Lanka, Sudan, Tanzania, Turkey, Ukraine, United Sta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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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branches in the world: 18 bran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3 in Asia (Korea, Japan and Hong Kong). Thanks to the efforts 

of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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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사회적 위기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결식아동, 소년 소녀가장, 기아상태에서 병들고 헐벗은 불우한 어린이들이 세계 방방

곡곡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들이 모여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주

고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Many underprivileged and hungry children are suffering throughout the world, some of whom are underage heads of family. 

These children are afflicted by hunger, sickness and life threatening conditions from economic hardship, social disturbance, 

war and natural disasters. Global Children Foundation's mission is to help provide food and hope for unfortunate children 

with the warmest mother's love.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새회원(New Member)

한글이름(Korean Name)

기관이름(Organization Name)

주소(Address)

전화(Tel.) 팩스(Fax)

이메일(E-mail)

영문이름(English Name)

예(Yes) 아니오(No)

정회원: 연회비 $120 이상-매월 $10이상 $

$

$

$

평생회원 : $1,000 이상

후원회원

운영회원

회  비(Membership Dues)

Regular Member : $120 per year ($10 monthly or more)

(Life Member $1,000)

Supporting Member(Any amount)

Operational Member(Any amount)

Payable to: Global Children Foundation

Send to: 4026 Thi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24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미국 연방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Non-Profit 기관이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 is a federal government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 and membership fee is tax-deductible.

(EIN: 52-2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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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lahoma

Executive Director

Global Children Foundation 
Organization Ch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