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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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years (1998 – present)

37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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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000 (estimated) underprivileged children helped

$3,800,000 distributed to feed and educate th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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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리고  후원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 다난 했던 2017년을 보내고 희

망과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

다.  지난해도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변함 없으심을 다시금 느끼게 되어  감

사합니다.

지난해도 과테말라, 에콰도르, 필리핀, 멕시코, 방글라데

시, 엘사바도르와 몽골 그리고 미국내의 불우한 아이들에게 

380,000여만불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 모든 

피곤을 물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한해를 뛰어 다니신  총회장

님과 각 지역. 지부 회장님및 회원님들 그리고  이사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후

원지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

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미시간에서 처음 개최한 GCF 전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해 내신 이서희 총회장님과 최은숙 지부회장님을 비롯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시간 지부

를 통해 앞으로 작은 지부들도 총회를 해낼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흐뭇합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서 했던 바자를 올해로 마무리 하고 새해 부터는 

바자를 대신하여 회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줄 

총회에 기대 하며 계속하여 서울의 그늘진 아이들을 도울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이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과 후원자 여러분 

한분 한분의 가정과 일터와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Dear Members and Support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over the past year. With 
your efforts and support, our foundation was able to raise 
and distribute over $380,000 to needy children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Even in challenging times, we are blessed with so much. 
May God’s love and blessings be seen as a source of joy 
in our lives, and may that joy continue to be experienced 
in our work.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of 
board members and president and to all of the regional 
and branch presidents who devoted the past two to four 
years to fundraising and running branch activities. Also, 
we had a successful General Assembly Meeting and Gala 
Dinner in Michigan last July that was the first time we 
ever had. Special thanks to president and all members and 
supporters in Michigan.

Also, this year was the last year to conduct the bazaar 
in Seoul, Korea for the disadvantaged children and from 
next year, I am expecting that we will have very exciting 
program for members and continuously help the needy 
children in Korea.

Thank you again for your avid and continued support. May 
God bless you wholly and abundantly.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이사장 인사말   Message
이사장  정경애

Karen Chung,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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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ems as if it had been just a few 
days ago that I started serving as 
Global President for the new year in 
2017, and winter is already around 
the corner. I am pleased and hon-
ored to be greeting you in the news-
letter as the 9th Global President of 
GCF.

GCF is a group of mothers who have 
devoted heart, commitment, and ac-
countability. In July 1998, a couple 
of mothers began raising $20,000 
USD, after hearing the news that Korea was suffering extreme 
difficulties due to the IMF economic crisis and many breadwin-
ners lost jobs and businesses went bankrupt, to help children 
who could not afford meals.

9 years later, in 2007, the number of members increased to 
2,700, and a donation of $1.3 million was sent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educate and feed hungry children through 
the hands of missionaries working to help children in various 
places. We were able to give them dreams and hopes.

19 years later, in 2017, GCF is a charitable organization with 
5,800 volunteers. We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member-
ship growth and fundraising events and $3.8 million have been 
used to care for the children of the hinterland of global com-
munity.

All of this was indeed possible because a small fire started with 
a dream and vision of a person, as many people joined together, 
and became a great torch, together with a dream, a widening 
of vision, a proactive announcement to neighbors and relatives 
for support. Above all, I am convinced that God is pleased and 
blessing the ministry of GCF, serving the very small.

Now, in 2017, GCF needs new plans and goals for the next de-
cade. Starting this year, we will actively recruit the next gen-
eration as a member and collaborate to design a better future 
together. We have enhanced our website with cutting edge IT 
technology and opened Facebook page to communicate seam-
lessly with our members. At the same time, we are able to get 
the latest news and pictures of supporting sites in real time. I 
believe all this is the first step for the next 10 years.

Let’s work together and pray together for the continuous devel-
opment of the GCF with all our heart and sincerity.

Thank you.

총회장 이서희  
Sue Lee, President 

총회장 인사말   Message

2017년 새해를 맞아 총회장으로서 봉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계절은 겨울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어린
이 재단 제 9대 총회장으로서 뉴스 레터에 인사말을 쓰게 됨
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한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1998년 7월, 몇 분의 어머니들이 한국이 I M F 경제 위기로 
가장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파산하여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2만불을 모금해서 결식 아동을 돕는 일을 계
기로 시작되었습니다.

9년후인 2007년에는 회원 수가  2,700명으로 늘어났고 모금
액 130만 달러를 세계 각국의 후원지역에 보내어 각처에서 
어린이를 구제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손을 통하여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쳐서 불우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19년후인 2017년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5,800명의 회원이 자
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회원 증가 운동과 모금 행사
를 성공적으로 하여서 지금까지 380만 달러가 지구촌 오지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쓰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가능했던 것은 한 사람의 꿈과 비전으
로 시작한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 사람이 동참하므로 큰 횃
불이 되어 함께 꿈을 키우고 비전을 넓히고 이웃과 친지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후원자님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
니다. 무엇보다 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
기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2017년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새로운 10년을 위한 새시
대의 계획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차세
대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차세대와 손을 잡고 함께 좀 더 나
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I T 첨단 기술로 웹사이트를 
강화했고 페이스북을 열어 회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
어짐과 동시에 후원지의 최근 소식을 바로 바로 사진으로 접
할 수 있어서 지구촌 오지의 불우 아동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새로운 10년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끊
임없는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Supporting Countries

Bangladesh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Korea

Mexico

Mongolia

Philippines

Rwanda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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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outh Korea

2017 지방 어린이 서울 초청 행사
4월 19일~21일, 전남 화순군 어린이 73명 서울 방문

18회째 진행된 이번 행사는  4월 19일~21일, 전남 화순군의 꿈
나무지역아동센터, 신화지역아동센터, 엘리트지역아동센터, 큰
사랑지역아동센터, 한우리지역아동센터 73명의 어린이들이 서
울을 방문해 직접 가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던 것들로 2박 3일
을 꾸몄다.

첫날 어린이들은 청계천을 시작으로 광화문, 경복궁까지 서울의 
중심부를 자유롭게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첫 만남이 어색한 어린이들이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용산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해 역사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립중
앙어린이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형 유물을 
마음껏 만지면서 우리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
할수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서울에서 보내
는 마지막 밤은 63씨티의 수족관과 전망대를 방문해 신기한 해
양생물들을 보고,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으며 즐거
운 추억을 만들었다.

서울 초청 행사 마지막 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공
원,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놀이기구를 타고, 사파
리와 튤립이 만개한 정원, 다양한 퍼레이드를 보면서 즐겁고 알
찬 시간을 보내며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사랑의 친구들"

2017 Local Children's Seoul Invitation
April 19 ~ 21, 73 children from Hwasun Gun, 
Jeonnam visited Seoul

The event, which was held 
for the 18th time, will be 
held on April 19th ~ 21th, 
with 73 children from 
Dreamland Children's 
Center, Shinhwa District 
Children's Center, Elite 
District Children's Center, 
Big Love Area Children's 
Center, Where I wanted 
to go, I wanted to do 
things for two nights and 
three days.
On the first day, the 
children walked freely 
through the center of Seoul from Cheonggyecheon to 
Gwanghwamun and Gyeongbok Palace, and had time to see 
and experience the past and present coexistence. In the 
evening, children who were awkward at the first meeting had 
time to reconcile and reconcile through recreation.

On the second day, I visited the Yongsan War Memorial,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National Children's 
Museum to get acquainted with history. Especially, at the 
National Children's Museum of Korea, children were able 
to experience our traditional history by learning to touch 
the model artifacts at the height of the children's eyes and 
to experience various traditional games. On the last night in 
Seoul, I visited the aquarium and observation deck of 63 City 
to see the marvelous marine life, and to have a glimpse of the 
sparkling night view of Seoul.

On the last day of the Seoul invitation event, we visited 
Everland, a children's favorite park in Yongin, and finished the 
day with a fun and relaxing time by watching rides, safari and 
tulip-filled gardens and various pa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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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진 선교사

과테말라  Guatemala

▲ 불우 어린이를 위한 십대들의 봉사
Youth serving disadvantaged children

▲ 모여드는 좌판 행상 어린이들
Children gathering on the stool

▲ 어린이들에게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함
Let children open their hearts with praise

▲ 배고픔으로 음식에 손이 먼저 가는 어린이들 (거리 무료 급식)
Children going for food first due to hunger (free lunch on street)

▲ 교회를 통한 점심 급식
Lunch program at a local church

거리에서의 어린이 및 청소년 무료 급식
(토요일 아침) 

가난한 모자 가정 자녀들과 미국으로 밀입국 하려다 경찰에 붙잡
혀 다시 이곳으로 송환되어 방면된 후 행상으로, 구두닦이 등으
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토요일 
아침 거리에서 급식을 시작한지도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
끼 식사로 저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지만 조
금이나마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
작한 일이었습니다.  

In the past three years, it was a great pleasure for us to be 
able to dream and to share the warm heart and the assets, 
which only those who experienced hardships and difficult 
times can give, with the children of these families that have 
hardened heart. Thank you. We are again grateful. We love 
and bless all mothers of GCF who have given love to children 
in inescapable poverty.

11/ 14/ 2017

From Quetzaltenango, Guatemala

Children and teens free meal on the street 
(Saturday morning)

It has been a year and half since we started providing free 
meals in the streets on Saturday mornings for the children 
who are living in poverty in single mother households, and for 
children and youth who are living an unstable life by shining 
shoes or peddling goods after they had been captured by 
police and returned to this place upon released. Just one 
meal a week is too meager to relieve their hunger and thirst, 
but it started out with the desire to share, at least, that it was 
not a walk alone.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본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
음과 물질을 지난 3년간 마음이 굳어있는 이들 가정의 어린이들
과 함께 나누며 꿈꿀 수 있었던 저희들에게도 이 일은 큰 기쁨이
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임 없는 가난을 벗어날 길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GCF의 모든 어머니들을 사
랑하며 축복합니다.

2017년11월 14일

과테말라의  께찰떼낭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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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ciacion Galilea. 전청수/김도언 선교사

과테말라  Guatemala

갈릴레아 선교 공동체

갈릴레아 선교 공동체의 선교 학교는 월 20~25불의 월사금
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치섹시에서는 유일한 사립학교 이고, 
또 자연스럽게 명문학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학생 약 
350명 중 80여명이 학자금 전액을 면제받는 장학생입니다. 
여러 선교기관들의 후원 덕분 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방학을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의 선교사님들은 또 새로
운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뒷동네 27가구당 어린이 한 명씩을 내년부터 전액 장
학생으로 등록시킬 뿐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
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10명에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결정을 한 후 우리 선교사님들의 얼굴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곳 치섹에서 우리는 GCF의 양돈 사역 지원으로 돼지 새끼
를 년간 250마리 이상 나누고, 많은 선교 팀들의 합세로 원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를 가난한 가정에 나누어 주었습니
다. 망고 나무도 심어주고 나무 침대를 선물로 줍니다. 옥수
수를 심을 수 있는 땅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금년  클리닉에
서는 약 1,200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했고, 단기선교 의료팀
과 같이 마을에 찾아가서 약 1,400명을 진료했습니다. 치과 
병원에서는 250명을, 침술은 169 명을 치료 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치섹 시내에 어린이 전용 교회당을3곳 
(1곳은 착공 중임), 그리고 1곳의 청소년 예배당을 각각 세
우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 분반 성경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카톨릭 신앙이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중남
미 지역에서의 전도는 개신교와의 신앙적 갈등을 알지 못
하는 어린이를 전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눌 수 없는 아픔도 함께 느
낍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들 (Seguidores)로 만들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GCF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Galilean Mission Community 

The missionary school of the Galilean missionary community 
is the only private school in Chi-sexy, which is operated with a 
monthly payment of 20 to 25 dollars a month, and is naturally 
rated as a prestigious school. About 70 out of 350 students 
are scholars who are exempted from full tuition. It is thanks 
to the support of various mission agencies. As we spent the 
year ending this year, the missionaries of our community 
have made a huge new resolution.

In addition to registering one child per 27 households in the 
backyard as a full scholarship from next year, we will also 
provide 50% of the tuition fee to 10 students who graduate 
from our high school and enter college or graduate school.
After making this decision, we were filled with joy and 
gratitude from the Lord in the face of our missionaries.

Here at Chisek we divided over 250 piglets a year with the 
help of GCF 's pig ministry and distributed the aboriginal corn 
to a poor family through the involvement of many missions 
teams. They also plant mango trees and give wooden beds 
as presents. We are lending the land to plant corn. This year, 
I visited about 1,200 outpatients at the clinic and visited the 
town with a short-term mission medical team and treated 
about 1,400 people. 250 in the dental clinic, and 169 in 
acupuncture.

In addition, our community has three children's churches 
(one is under construction) and one youth chapel in the city of 
Chisek, and worship services on Sunday.

Evangelism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where the Catholic 
faith is rooted historically, is the best way to evangelize children 
who do not know the religious conflict with Protestantism.

We are happy. But I also feel pain that I can not share.

We will give them dreams and hope to make them followers 
of Jesus (Seguidores).

Thank you for your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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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호 선교사

방글라데시  Bangladesh

저의 감사 인사를 받아 주세요.

어머니와 가족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10 학년이고 나환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1 학년 때 울리뿔 학교와 한센자녀 호스텔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 집 형편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집에 
있었다면 식구 수가 많은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어머니의 사랑의 후원으로 여기에 와서 먹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목표 도달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게요. 어머니와 가족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받는 딸,

까졸리올림

“사랑하는 GCF 어머니” 

Please accept my appreciation. 

I pray that God's blessings will be upon you and all of your family.

I am doing well with the love of God and the love of you, mother. 
I am in 10th grade and was born in a leprosy home. With the 
grace of the Lord, I have come to the Ulipur School and the Hansen 
children hostel in the first grade.

Our house is very poor and difficult. If I was just at home, my family 
would have been more difficult because of me. And I would not be 
able to study. But with the blessing of God and the love of mother, 
I came here and got a good opportunity to eat and study. Because 
of you, I was able to eat and study. I thank God for receiving GCF 
mother 's love. Mother, I want to be a doctor by studying hard. So 
like you, I want to be someone who can help others.

Please pray for me. To reach my goal… so that I can serve 
people… I am eager to meet you someday. I'll pray for you, 
mother. I pray that you and everyone in your family will be in good 
health.

Your beloved daughter,

Kazoli

“Dear loving GCF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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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신부

잠비아  Zambia

Rainbow Free Lunch Program in Cangkor Longko,
Zambia

What men live by?

Greetings! 

I greet you from Mahnyama which is 700 km away from 
Lusaka, the capital city of Zambia. It has been 3 years since 
we started our free meal program. In the past three years, 
in the love of GCF mothers, many children were able to grow 
up with dreams and hopes. This year, especially with the help 
of nearby hospital doctors and the help of local residents, 
we were able to provide meals to children in a more difficult 
environment. I have come to realize once again what a 
person is living through the precious love given to children 
suffering from malnutriti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not properly cared for, and children suffering from diseases. 

The children were able to feel the hard work of the gentlemen 
who worked hard until the bread was available, and by sharing 
bread they learned to share their lives and learn to give their 
heart. Not only did it fill the hunger of the flesh, but also the 
love and precious sacrifice contained in it. I hope that this 
sharing of love will continue to flourish like a flame that will 
not go away. 

I hope that your love in the laughter of the children keeps the 
hope that these children will become the adults and become 
the precious bases that will shine the world better.

깡꼬롱고로 무료급식 프로그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녕하세요?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700km 떨어진 마냐마에서 인사 
드립니다. 어느새 무료 급식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간 GCF 어머님들의 소중한 
사랑 속에서 수 많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근 병원 의사들의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베풀수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어린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진 소중한 사랑을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분명 빵이 있기까지 수고해주시는 은인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빵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배울수 있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배고픔 만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사랑과 소중한 희생 또한 
함께 먹고 자랄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어린이들의 웃음 속에 담겨진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더욱 환히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는 
희망을 간직하며 늘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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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in the Philippines Mindor area”

First of all, thank GCF for helping many children who suffered 
greatly from the typhoon of Mindoro island in the first half of 
2017 and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ugust to October).

I was very glad that we were able to feed 561 local children 
(182 infants / kindergarten, 292 elementary and 87 middle 
school students) on a regular basis with the most of this grant. 
GCF Feeding Program has become an indispensable ministry 
in this village, and it has becom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children of the Mangyan tribe to escape from hunger. In 
particular, the Mangyan tribe children account for 70% of the 
total village children's population, and most of their parents 
find it hard to provide every meal as a poor farmer. 

GCF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hese children 
in the region. In addition to the GCF Feeding Program, the 
provision of school supplies, medical care, and housing for 
students who have lost their homes due to typhoons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community greatly. Henceforth, it would 
be a good idea to develop a program that will enable raising 
children of the village more effectively. For example, I think it 
would be more fruitful ministry to build a child center that can 
help children's learning after school and further concentrate 
on nurturing people.

김인효 선교사

필리핀  Philippines

“필리핀 민도르 지역 어린이”

먼저 지난 2017년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8월-10월)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서 민도르 섬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부분으로 현지 아이들 561명에게 (영아/유치부 
182명, 초등부 292명, 중등부 87명) 정기적으로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어린이 재단 피딩 
프로그램은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역이 되었고 
망얀 부족 어린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망얀 부족 아이들은 전체 마을 어린이 인구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모들이 영세한 농민으로 매 
끼니를 챙겨먹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도움은 이 지역 아이들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 피딩 프로그램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 지원과 의료혜택 그리고 태풍으로 집을 잃은 학생에게 
집을 제공한 것은 이 지역 사회에도 큰 공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 아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아이들의 학습을
다양하게 도울 수 있는 아동 센터를 건립하여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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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철 다미아노 신부

몽골  Mongolia

몽골 울란바타르 바양허소 성 소피아 성당에서 
변윤철 다미아노 신부

야외 나들이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부방과 지역 아이들과 함께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다. 장소는 테를지 국립공원으로 울란바타

르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며 일 년 동안 함께한 모든 아이

들과 공부방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하였다. 싸가지고 간 도

시락과 간식을 함께 배불리 먹고 준비한 프로그램과 주변의 수려

한 풍경을 감상하면서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돌아왔다. 

지난 일년 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우리 아이들은 행복했습

니다. 얼굴도 모르면서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은 이곳에서 아이

들에게 일용한 양식이 되었고,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공부방

과 성당에 와서 나눌 수 있는 빵 한 조각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

었습니다. 

어머니의 맘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귀 재단에 아이들과 

모든 직원들의 맘을 대신하여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From Priest Damiano, Yoon Chul Byun at 
Bayanhoshuu St. Sophia Catholic Church, 
Ulaanbaatar, Mongolia 

Outdoor outings - Following last year, we went on outdoors 
with the study room and local children this year. The place is 
Terelj National Park, 80 kilometers from Ulaanbaatar. All the 
children, study room teachers, and staff members, who have 
been together for a year went along. We had a wonderful day 
and spent a whole day enjoying the program and watching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surroundings while eating packed 
lunch and snack together.

Our children have been happy with the donations you have 
made over the past year. The donation that you sent, while 
you do not know our children’s faces, become a daily bread 
for children and it was also a joy. They were able to get hope 
in a piece of bread that we could share at the study room and 
church. 

On behalf of all the children and employees, I would like to 
express that we are deeply grateful to GCF in helping children 
with mother's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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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Mexico

글로벌 어린이 재단 어머니들에게,

Dear GCF mothers,

The love of Jesus Christ is being delivered to poor children of 
a small village in San Lorenzo jungle through precious helping 
hands of mothers. 

Here is a very small and poor town with about 500 - 600 
people. In 12 years of pioneering the church, the children 
grew up to young adults and became the center of the church. 
Among them, some entered the seminary and are walking the 
path of priesthood. The meal distribution program, which is 
sponsored by GCF, runs weekly and visits 28 churches that 
I pioneered to feed children meals, anti-parasitic drugs, and 
vitamins, and to carry out Bible study. The children wait for the 
lunch Sunday to come back. When the day comes, they come 
to the chapel early in the morning and wait a few hours. After 
finishing the lunch, they concentrate on the Bible study with 
no sign of boredom even if I teach for 2 or 3 hours. They are 
sad to take vitamins and go home when study is over. Through 
the thoughtful support of GCF mothers, they experience the 
love of the Lord and grow in faith in Christ. Although they 
currently live in a poverty-stricken environment, I believe 
that they will grow into Christ and will follow GCF mothers to 
become devotees, who reach out for the weaker, in 10 or 20 
years. This is the joy of the Lord and will be the pride of GCF 
mothers. 

Once again thank you for the loving hands of GCF mothers. 
May God's grace and blessings be filled with you.

어머님들의 귀한 손길이 이곳 San Lorenso 밀림 속 작은 마을

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약 5, 6 백명이 사는 아주  작고 가난한 마을입니다. 교

회를 개척한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개척 당시 어

린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는 청년도 있습

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급식 프로그

램은  제가 개척한 28교회를 주일마다 순회하면서 아동들에게 

급식과 회충약과 비타민을 먹이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아동

들은 급식 주일이 돌아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 급식 주일이 되

면  아침 일찍부터 예배당에 와서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급식

을 마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여  2, 3 시간을 가르쳐도 실증을 

내지 않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며 공부가 끝난 후 비타민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 가는 것을 아쉬워 합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

단 어머니들의  정성스런 후원으로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은 이들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이 그

리스도 안에 성장하여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글로벌 어린이 

재단 어머니들을 본받아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펴는 

헌신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글로벌 

어린이 재단 어머님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어린이 재단 어머니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

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안아브라함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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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El Salvador

나는 아이들을 미래의 꿈나무라고 부른다.

나는 이 동네 빅마마이다. 동네에 나가면 배고프고, 간식에 고

픈 아이들이 깐디! 깐디! 깐디! 빵! 빵! 빵! 외치며 쫓아온다. 아

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차 안의 주머니에 먹을 것을 채우

고 다니다 나누어 주면 땀으로 범벅이 된 아이들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핀다.

뽀뜨레리요스라는 작고 가난한 산골 마을은 모계 중심의 마을

이다. 이곳은 아이들이 많다. 가정형편을 조사하다 충격을 받았

다. 대부분이 싱글맘, 친척집에 얹혀사는 아이들이었다. 이유는 

폭력과 잘못된 성문화와 성폭행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살다 버림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아이들에게 매일 무료급식을 하여 허기짐과 사랑을 채워

주고 영육간에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글로벌 어린

이재단에 감사하고 있다. 건전한 문화 공간이 없는 이곳에서 아

이들에게 태권도, 탁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와 놀이로 건전한 

문화의 장을 열고 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영어, 컴퓨

터, 아트와 성경공부를 가르쳐 균형 있는 리더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기도하며 돌보는 이 아이들을 나는 미래의 꿈나무라고 부

른다.

 황영진 선교사

I call children the future dream tree.

I am a big mama in this neighborhood. I am hungry when I go 
out to the neighborhood, and children who are sick of snacks! 
Kanji! Kanji! bread! bread! bread! Shouting. When children are 
not disappointed, they always fill their pouches with food in 
the car, and when they share them, they spread their smiles 
on the faces of the children who become sweaty.

The small and poor mountain town Pororejos is the center of 
the motherhood. There are many children here. I was shocked 
to investigate my family situation. Most of them were single 
mothers, children living in relatives' houses. The reason is 
that violence, erroneous sex culture, and sexual assault have 
caused the child to be born at a young age and the vicious 
cycle of being abandoned is repeated.

I am thankful to the Global Children's Foundation for 
supporting these children to eat free meals every day, to fill 
up their hunger and love, and to care for the health between 
the physical and spiritual. In this place where there is no 
healthy cultural space, children are playing a healthy culture 
with sports and play such as Taekwondo, table tennis, soccer, 
basketball. I call these children who are praying and caring 
for English, computer, art and Bible study to be a balanced 
leader through after school, and I call them dream trees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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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옥남 수녀

에콰도르  Ecuador

김흥수 선교사

르완다  Rwanda

▲ 간식 시간

이곳은 학교 수업이 일찍 시작하는 관계로 먼 곳에서 오는 아이

들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교

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 가정이 어려

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전 수업 중간에 그리고 수업이 끝

난 후,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간식 및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

다. 학생들이 굶지 않고 좀 더 좋은 영양 상태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Since school starts early here, most children who come from 
distant places do not have time to eat breakfast. In addition, 
students who live far and with disabilities are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With the donations received, we provided 
snacks in the middle of morning classes and lunches after 
school. Students can attend the school in a better state of 
nutrition instead of starvation.

▲ 식사 시간

Every Friday, Children get SOSOMA which is a very rich 
porridge; they also get small dried fishes, Oil, and the maize 
flour. This selection of foods was recommended by different 
health centers that have been caring for the children with 
malnutrition cases. All the 70 children get the equal quantity. 
They have said that the quantity given is enough for one week, 
because some time we give them when they are still having 
little food rem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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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등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한 결식아동 구제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하여 총 $20만 5천 5백 달러를 책
정하였고 2018년 6월 이사회는 LA 지역에서 개최 할 것으로 정해 졌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 정경애(샌프란시스코) 이사장이 만장 일치로 연임하기로 하였다. 그외에 조안젤린(뉴저지), 최평란(버지니아), 
최혜랑(샌프란시스코) 이사 임명장 수여식과 후원이사의 특별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사회  소식  News
글로벌 어린이 재단 2017년 정기 이사회

         2018년 후원금 총 20만 5천 5백달러 책정

글로벌어린이재단(이사장: 정경
애)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
에 걸쳐 버지니아 Crowne Plaza 
Tysons Corner에서 25여명의 
이사, 후원이사,고문들이 모여  
2017년도 정기 이사회를 주최했
다. 이번 이사회에서는2016년도 
결산보고와 2018년도 예산, 사
업 계획 및 후원기관들을 결정
하였다.  후원지로는 말레이지
아, 페루, 레바논, 니카라구아, 
하이티, 과테말라, 우간다, 캄보
디아, 에콰도르, 인도, 멕시코 등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
린 아이들과 난민어린들에게 먹
거리를 제공하고, 가축과 농작물 

제20차  총회

일정: 2018년 7월 6-8일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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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이사장  소식

2017 Ellis Island Medals of Honor Recipient

방숙자 명예 이사장은2017 Ellis Island Medals of Honor를 지난 5월에 수상하였다. 

Ellis Island Medals of Honor는1986년 소수민족연대협의회(National Ethnic Coalition of Organization)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 상은 

이민자나 이민자의 후손으로 각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 7명의 대통령들과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사회에 큰 업적을 이룬 분들이 이 상을 받았으며 수상자들은 미 의회 Congressional Record에 등재되는영광을 갖

게 됩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Founder이신 방숙자 명예 이사장은 지난 50여년 동안 Community에 봉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으심에 아름다

운 섬김의 귀한 사랑과 베풀고 나누심에 본이 되는 기쁨의 열매로 GCF회원들에게 귀감이 되게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o
Sook Ja Bang

2017 Ellis Island Medals of Honor

We salute Sook Ja Bang, founder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for her exemplary vision and leadership to help improve 
the lives of vulnerable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Keynot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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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y and restorability of children

Many of the children in the world experience natural disas-
ters, the devastation of war, hunger, forced separation from 
parents, and divorce at this time of tremendous development 
of the brain, which hinders normal development and causes 
anxiety,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This is beginning 
to be seen at this critical time. If we look at how malnutrition 
affects children's physical development and brain develop-
ment, their brain size is small; their brain cortex is thin; their 
neuronal circuits are narrow; and it can cause intelligence 
disorders, language disorders, learning disabilities, etc. that 
degrade all the functions of the brain.

Following depression, the next most common disorder in chil-
dren is disctration and the cause of 80% is genetic reasons. 
Looking at the rest 20% environmental causes, if pregnant 
women continue to drink or smoke cigarettes, the fetal brain 
will grow abnormally. The number and thickness of the frontal 
lobe are only half and the entire brain is about 4% smaller at 
birth. Thomas Edison was over distracted in his childhood. It 
is not known exactly but some said he ha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iy Disorder. Most of the distractions of the state 
can come to such a genius as they do not accompany intel-
ligence disorder. If you use an appropriate medicine, you can 
see symptoms improve every day, every month, and every 
year from the day medicine intake until the late 20's. At the 
same time, the frontal lobe becomes thicker and closer to 
normal.

Research on brain development shows that the frontal lob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brain, such as the 
head of the brain responsible for information analysis, judg-
ment, and impulse control, continues to develop until late 20's. 
It forms neuronal circuits continuously like building highways 
to other parts in the brain. On the other hand, the rest of the 
brain are completely developed by the start of development of 
puberty in which girls reach two years earlier than boys. Just 
as this frontal lobe has a big impact on one’s life with his/her 
personality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I believe that you, 
GCF,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frontal lobe for 
the welfare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and will continue the 
same in future.

Keynote Speaker

세계의 많은 어린이 들이 자연재해, 전
쟁의 참화, 기아, 부모와의 생이별, 이
혼들의 엄청난 문제를 두뇌가 왕성히 
발달하는 이 시기에 경험 하기에 정상
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불안증, 
우울증, 양극증 등을 이 중요한 시기
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양실조가 어
린이들의 신체발육과 뇌 발달에 얼마
나해를 끼치는지 살펴보면, 그들의 뇌
의 크기는 물론 작으며, 뇌피질이 엷고
그안의 신경회로가 좁아 뇌의 온갖 기
능을 떨어 뜨리는 지능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 다음으로 어린이에게 많은 주의 산만증 원인은 유전적인 
이유가 80%인데, 환경적인 원인 20%를 보면 임신부가 계속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태아의 뇌가 비정상으로 자라, 아이는 
태어나면서 전두엽의 세포수와 두께가 절반 밖에 안되고 전체 뇌
는 4%정도 작습니다. 아이때 너무나 부잡하여 토마스 에디슨도 
주의 산만증이었다는데 정확히는 지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대다
수의 주의산만증은 이렇게 천재에게도 올 수 있을 정도로 지능장
애도 없습니다. 맞는 약을 쓰면 그날 부터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매일 매달 매년 보이기를 20대 후반까지 보입니다. 그런 중에 전
두엽도 점점 두꺼워지면서 정상과 가깝게 되어갑니다.

두뇌발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다른 부분은 여자애가 사내보다 
2년 먼저 오는 사춘기의 시작과 마추어 다 발육을 마치는데 비하
여, 전두엽은 뇌중에서도 정보 분석, 판단, 충동조절을 담당하는 
사령탑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20대 후반 무렵까지 계속 발
달하고, 두뇌안에 다른 부분들과 고속도로를 뚫는 것처럼 계속
적으로 신경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 전두엽이 그 사람의 인품과 
지성발달로 일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재단 여러분들이 세
계 어린이 복지를 위한 전두엽의 역할을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가 믿습니다.

어린이의 취약성과 원상 회복성

김 영 호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Young Ho Kim, Pediatric and Adolescent Psychiatrist

글로벌 어린이 재단 역대 회장  |  GCF Past Presidents

송인숙 3대 총회장 심정열 4대 총회장손목자 2대 총회장방숙자 초대회장 정경애 5-6대 총회장 조은옥 7대 총회장 성숙영 8대 총회장 이서희  9대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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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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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모금 만찬  및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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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자 총 위원장  오재노 
버지니아지부 회장    

총회장님이 올해 바자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 하실때 경험이 없는 제가 할수 있을것 같지 않아 사
양하고 싶었지만 연약한 외모와는 달리 항상 긍정적이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총회장님의 격려에 힘
을 얻어 바자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한국 정세가 불안하여 한국 바자회를 할수 있을지 모두가 염려 하였지만 우리 글로벌 어린
이 재단 어머니들의 따듯한 마음은 그런 염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100여명이 바
자회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올해로 바자회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였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
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시차로 피곤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밝은 웃음으로 서로를 격려하
는 모습들, 장터에서 파는 음식들을 서로에게 나누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가족들과 친구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렇게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치룰수 있었습니다.

바자회후에 방문한 공부방에서 만난 아이들의 수줍은 모습들, 또 함께 김밥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들… 아직도 가끔 공부방의 아
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글로벌 어린이 재단 어머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할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모든 글로
벌 어린이 재단의 회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할것을 믿습니다.

이번 바자를 위해 준비와 후원을 해주신 회원님들과 바자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7 한국 바자 참가자 수  총 92명
2017년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사랑나누기 바자행사에 92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바자수익금 중 4만불을 한국의 공부

방 어린이들과, 소외된 낙도및 농촌 지역 어린이들 또한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국의'사랑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다

한국 바자  총 위원장   Message

지부 참가자

뉴저지 (4) 박애경/ 박애리/ 백귀현/조안젤린

뉴욕 (6) 김성은/ 김영숙/ 김조이스/배광희

최윤정/ 한혜진

워싱톤DC (9) 금글라라/ 김보환/ 김숙자/ 김순희/ 손목자

엄테레사/ 이경애/ 이미미/이알라나 

버지니아 (6) 오재노/ 이명희/ 장정수/ 조은옥

최평란/ 허정숙 

시카고 (8) 강순애/ 김미애/ 김유자/ 남경숙

서진화/ 심정열/ 이혜선/ 한상옥

미시간 (3) 최은숙/ 이서희/ 황혜옥

위스콘신 (1) 김난주 

로스앤젤레스 (8) 김경란/ 김선숙/ 김용임/ 김제니

이정희/ 최계자/ 최옥순/ 클라라 김 

라스베가스 (1) 전영신

지부 참가자

오클라호마(2)

샌디에고 (8)

캐나다 (2)

일본 (24)

샌프란시스코 (5)

홍콩 (5)

문승옥/ 홍경애

김정아/ 배서희/ 안써니 킴/ 유승기

이은화/ 이화진/ 정엘리스/ 한유미

박병국/ 박양숙/ 박희례/ 정경애/ 최혜랑

김효분/ 박정희

기요모노 타카코/ 기헤령/ 김광자/ 김남연

김영숙/ 김운천/ 허현숙/ 김은숙/ 이향림 

김지원/ 김지윤/ 문춘자/ 박현숙

테라지마 지애/ 송선화/ 안미숙

장무경/ 천현숙/ 최영숙

황혜경/ 김정자/ 서정희/ 오경자/ 황순자

김가해/ 방혜자/ 이경실/ 이명희/ 최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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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  & 공부방  사진

캐나다 . 위스콘신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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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Branch News

New Jersey Branch | 회장 박애리 

New York Branch | 회장 김에스더

“전 세계적으로 빈곤 아동을 돕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GCF) 뉴욕지부가 2017년 연말 바자를  개최하였다”
4월 회원의 날과 연말 바자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후원금을 전하였다.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s &Outcomes, $2,000)

제9회 지역사회 사랑으로 Walk-A_Thon을 개최하여 지역 어린들을 후원하였으며,  2018년 총회 기금 마련으로 김장 담기 행사를 하며 지부의 
단합 대회를 하였다. 지난 12/2일 동부지역총회에서 2018~2019년 동부지역회장으로 백귀현 동부지역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되었다.

(Hanna Mission,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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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News  지부소식

Washington DC Branch | 회장 박영숙

Virginia Branch | 회장 오재노

가라지 세일과 옥션, 골프대회, 한인 축제 음식 판매로 많은 기금을 마련하였다. 
연말에 다음 세 곳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하였다.

(America Wheat Mission, $1,500/ Brainy camp, $2,000/ Baltimore Slum After School Center, $2,300)

따스한 봄날에 바자, 골프 대회를 통하여 기금 마련을 하여 지역 아동들을 위하여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서 봉사 하며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 Washington Welfare Center KCSC, $900/ KADPA, $1,000/ FCCGW, $500/2.20 Club, $1,000/
Texas flood relief fund AMERICAN RED CROSS, $2,500/ANERICAN WHEAT MISSION,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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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Branch News

Michigan Branch | 회장 최은숙

Chicago Branch | 회장 서제니 

Bake Sale과 일일찻집, 골프대회를 통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마련을 하여 필요한 곳을 찾아가 봉사하며 후원금을 전하였다.
( Feed My Starving Children,$500/ Milal Center, $1,000/ Inner City Impact, $1,000/여성핫라인, $2,000)

차세대와 함께하는 음악회, 골프대회, 총회를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섬기며 후원하였다. 
[(Park United(Michigan migrant farmers support ), $1,000/VBISD(Michigan migrant farmers support),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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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News  지부소식

Indiana Branch | 회장 이정애

Oklahoma Branch | 회장 홍경애 Canada Branch | 회장 김효분 

OK지부는 털사에서19회 한국 입양아 여름 캠프에 참여하여 쿠킹 교실을 하였다. 2일간 부모와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
고 왔다. 회원들이 보람된 시간을 가졌으며 내년에도 계속 참여 하기로 하였다.

CANADA 지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원을 등록하는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때때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4월 회원의 날과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단합과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The Julian Center, $1,000/Children’s Bureau,Inc., $500/ The Villages, $500/Day Spring Center,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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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Branch | 회장 김정아

San Francisco Branch | 회장 류숙자 

불우한 어린이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에서 산호세 경찰국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으며, 지난 12월 초 어린이들에게 자전거$3,000
불 상당의33대를 전달하였고, The Evelyn S. Cox Child Development Foster Family Agency에 $1,000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지난 봄에는 의류500여벌을 선교사님을 통하여 베들레헴 아랍 어린이들과 배두인 어린이들에게 전하였다.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회원님들 모든 행사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회원님들에 희생 정신 덕분에 더 많은 봉사활동을 배우고 항상 함
께 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하며 회원들이 소식이 궁금해 월례모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 회원이 가입때마다 어떻게 하면 글로벌 어린

이 재단에 진실하고 열정적인 봉사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Support for supplementary classes at Korean school for special needs, $500/Boys and Girls Club, $1,000)

지부소식  Branch News



Winter 2017  |  Global Children Foundation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1728 29Winter 2017  |  Global Children Foundation Global Children Foundation  |  Winter 201728 29

L.A. Branch | 회장  Lucy Park

Las Vegas Branch | 회장 차신재

Branch News  지부소식

12월 엘에이 지부 이취임식

LA 지부의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행사가 지난 7일 LA 한인타운 용수산

에서 열려 이정희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이서희 총회장과 루시 박 전임 

회장, 전영신 서부회장 및 회원 등 50 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

정희 회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진심어린 봉사활동에 더욱 힘쓰고 회원

들도 늘려가겠다" 고 밝혔다. 

장애 어린이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2000불의 후원과 

함께 봉사하였다.

자선음악회, 만보걷기 등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하여 Backpack for Kid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The Covenant Korean Church, $100/Three square Food Bank, $1,500/Three square "Backpack for kid Program",$1,500/

Global Charity Foundation,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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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이서희

지역회장
백귀현

뉴욕 지부
김에스더 회장

뉴저지 지부
육애슐리 회장

워싱턴DC 지부
박영숙  회장

버지니아 지부
오재노 회장

동부지역

중부지역

지역회장
염귀옥

시카고 지부
서제니 회장 

미시간 지부
최은숙  회장

오클라호마 지부
홍경애 회장

인디애나 지부
이미경 회장

캐나다 지부
김효분 회장

서부지역 아시아지역

지역회장
유승기 

LA 지부
이정희  회장

LV 지부
권실버  회장

SF 지부
조종애 회장

샌디에고지부
배서희  회장

지역회장
이명희

홍콩 지부
김가해  회장

일본 지부
최영숙 회장

2018년도 글로벌 어린이 재단 회장단

회원의날 행사로 중고품 판매가 있었습니다. 
미화 1,000 수입이 있었다.

지부소식  Branch News

Hong Kong Branch | 회장 김가해 Japan Branch | 회장  최영숙

10월7~8일 2틀간 처음으로 사이다마켄니이쟈시 산업축제에 처음으
로 회원들과 챠리티 바자를 했습니다.

4월3일 회원의날 야유회 모임에 참가하여 사쿠라 만발한 공원에서 옛 
회원 및 새회원 함께 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이명희 지역회장님께서 
홍콩에서 방문하여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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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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Jan-17 New President Young Sook Choi Introduction - Japan
Jan-17 New President Young Sook Park Introduction - Washington DC
Jan-17 2016 Year-end Report and 2017 Plan/Executive Team Announcement

- Virginia
Jan-17  New President Jenny Suh Introduction, New Executive Team 
              Announcement - Chicago
Jan-17 Hong Kong Chapter General Assembly Meeting - Hong Kong
Jan-17 New President Eun Sook Choi Introduction, Myanmar Update  - Michigan
Jan-17 New President Esther Kim Introduction, Operating Committee 
             Announcement - New York
Jan-17 New Executive Member Introduction - San Diego
Jan-17 Delivered Donated children's clothes to Children in Bedouin through New 
             Live Church (500 items) - San Francisco
Jan-17 Adopted Children's Day Event Assistance  - San Diego
Jan-17 2016 Year-end Wrap-up and New Year Meet - New Jersey
Jan-17 2016 Donation Receipts Sent-out - Headquarters
Jan-17 Database Update - Headquarters
Feb-17  1st Sponsorship Fund Transfer - Headquarters
Feb-17  Golf Tournament Preparation - San Francisco
Feb-17  Bazaar for Disabled People's Association of Virginia Preparation - Virginia
Feb-17  Ki-gong Seminar - Michigan
Feb-17  Lemon Syrup Making Preparation  - San Diego
Feb-17  Lemon Syrup Making. Fundraising Walk for Children with Hunger 
              Preparation - San Diego
Feb-17  Facebook Account Creation, Regional Chapter News Update - Headquarter
Feb-17  Environment-friendly Detergent Making  - Chicago
Feb-17  Members' day Discussion  - New Jersey
Feb-17  2017 1st Meet at Dong-A Restaurant - Oklahoma
Mar-17  Garage Sale - Washington DC
Mar-17  Donation Received from Prof. Golfer Ji Ae Shin - Japan
Mar-17  Marketing Brochure Production - Headquarters
Mar-17  Fundraising 10-000 Step Walk Event - Las Vegas
Mar-17  Special Lecture on Mental Health by Tae Soo Park - Michigan
Mar-17  New Member Badge Award Ceremony and Women's Health Seminar 

- Chicago
Mar-17  Apron Production - Headquarters
Mar-17  Lemon Syrup Fundraising Report and Members' day Preparation

- San Diego
Mar-17  April Members' day Event Preparation and Support Site Discussion

- New York
Mar-17  Thank You Card Design - Headquarters
Mar-17  Members' day Finalization - New Jersey
Mar-17  Bazaar for Disabled People's Association of Virginia - Virginia
Apr-17  Fundraising Golf Tournament - San Francisco
Apr-17  Members' day Preparation - Virginia
Apr-17  Members' day Event - Washington DC
Apr-17  Members' day - Japan
Apr-17  Members' day - Los Angeles
Apr-17  Members' day One-day Cafe/Bake Sale - Chicago
Apr-17 Support Site Discussion and Talent Show at 19th General Meeting 
             Selection - San Diego
Apr-17 April Members' day Impromptu Meeting - New York
Apr-17  Charity Concer - Michigan
Apr-17  Fundraising Walk for Children with Hunger Items Selection, Donation 
              Fund Raising, 12th Fundraising Walk Lake Miramar Event - San Diego
Apr-17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 San Francisco
Apr-17 Members' day Event - Indiana
Apr-17 Members' day Report and Talent Show at General Meeting Discussion 

- New Jersey
Apr-17 Support Application - 12 Locations (1st Registration) - Headquarter
Apr-17 Fundraising Golf Tournament - Virginia
May-17  Rwanda Mission Report and Seminar - Chicago
May-17  Museum Exploration for General Assembly Preparation - Michigan
May-17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 Washington DC
May-17  Members' day - Hong Kong
May-17  Fundraising Charity Concert - Las Vegas

May-17  F.M.S.C Donation, Food Packing Volunteer, Rwanda Mission Seminar
- Chicago

May-17  General Assembly Preparation. Fund Delivery Date Finalization
- San Diego

May-17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Event - Los Angeles
May-17  2016 1H Activity Progress Report Complete - Headquarters
May-17  Support Application - 4 Locations (2nd Registration) - Headquarters
May-17  YouTube Account Recovery - Headquarters
May-17  Support Application Delivery to Review Committee - Headquarters
May-17  Korean/English Website Creation - Headquarters
May-17  Financial Statement & Audit Report Complete - Headquarters
May-17  July Regional General Assembly Preparation - New York
Jun-17 Board of Directors Meeting - Headquarters
Jun-17 Marketing Video Production - Headquarters
Jun-17 Korean Youngnam and Honam Co-charity Golf Tournament 
             Participation - Japan
Jun-17 Milal Support Fund Delivery  - Chicago
Jul-17 19th General Assembly Meeting - Headquarters
Jul-17 19th Korean Adoptee Summer Camp Cooking Classes in Tulsa - Oklahoma
Aug-17	4th Benefit Piano Concert - San Diego
Sep-17 Hope Korean School Support Fund Delivery - San Diego
Sep-17 Japanese Brochure and Member Application Form Creation - Headquarter
Sep-17 General Meeting Closing and "Folk-painting 101" - Michigan
Sep-17 Lunch Packing Volunteer for Children with Hunger in 250 Schools in 
             Las Vegas - Las Vegas
Sep-17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Children with Hunger - San Diego
Sep-17  GCF Promotion at Festival organized by Santa Clara City Chamber 
              of Commerce - San Francisco
Sep-17  Fundraising Food Sale at Korean Festival to Help Children 

- Washington DC
Sep-17  Fundraising Golf Tournament to Help Children - Indiana
Oct-17  1st Charity Bazaar with Members at Saidamakeniyija City Industrial 
               Festival - Japan
Oct-17 Three Square Foundation-led Backpack for Kid Program Participation 

- Las Vegas
Oct-17  Seoul Bazaar Co-host (10/28 & 10/29) - Headquarters
Nov-17 Regional Fundraising Bazaar - New York
Nov-17 "Autumn 10,000 Steps" Event - Las Vegas
Nov-17  Global Charity Foundation-led Underperforming Students in 
                Extreme Poverty Family Support - Las Vegas
Nov-17   Milal Support Fund Delivery - Virginia

Dec-9     Kimchi Making Event for the 2018 Annual Conference fund
- New Jersey

Dec-12   Mailed year end greeting letters - Headquarters
Dec-17   Christmas Dinner/ Inauguration Ceremony of New President 

- Los Angeles
Dec-17   Christmas Ev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 Los Angeles
Dec-17   East Coast Region General Assembly - New Jersey
Dec-17   Boys and Girls Club Support Fund Delivery - San Diego
Dec-17   Bicycle give-away to Underprivileged Children - San Francisco
Dec-26   Mailed 2017 winter newsletter - Headquarters

경과보고        History of Global Children Foundation 1/1/2017 ~ 12/31/2017

김사라 (MI)

김운천 (JP)

김융남 (DC)
박경옥 (JP)
박양숙 (SF)

방혜자 (HK)

신지애 (JP)

이명희 (HK)
이성경 (HK)
임천빈 (SD)

특별  후원자

정두현 (DC) 최은숙 (MI)
서민숙(CHIC) 최평란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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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7 ~ 12/31/2017   Charity Fund Distribution    후원금 보고  

2016 Total - $198.202.43
2017 Total - $264,316.63

Feb-17  $ 9,250 Support for children who left in families with leprosy
families and in extremely poor families 
-Bangladesh (Headquarters)

Feb-17  $10,000  Educate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hearing  impairment and provide free meal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Ecuador (Headquarters)

Feb-17  $7,500 Provide food and education for hungry children and 
locals -El Salvador (Headquarters)

Feb-17  $10,000 Educat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in extreme 
povery and village children feeding -Guatemala 
(Headquarters)

Feb-17  $7,000  Pig farming project to help needy children 
-Guatemala (Headquarters)

Feb-17  $7,500  Provide meals and early education to disadvantaged
children -Mexico (Headquarters)

Feb-17  $10,000  Provide meals to disadvantaged children -Mongolia
(Headquarters)

Feb-17  $22,500 Mongol Designated Fund -Mongolia (Headquarters)
Feb-17  $10,000  Elementary school and village children feeding

ministry, Medical Mission for Mang Yang children and
youth -Philippines (Headquarters)

Feb-17  $9,500 Provide foods/meals for children
-Rwanda(Headquarters)

Feb-17  $10,000  Provide minimal nutrition to family in extreme
poverty -Zambia (Headquarters)

Feb-17  $5,000  Help children in need -South Korea (Headquarters)
Mar-17 $900       Washington Welfare Center KCSC -USA (Virginia)
Mar-17 $1,000 Korean American Disabled People's Association

(KADPA, President Young Ok Kim) -USA 
(Virginia)

May-17 $500 Korean Family Counseling & Research 
Center (FCCGW) -USA (Virginia)

May-17 $500 Feed My Starving Children -USA (Chicago)
Jun-17  $500  Support for supplementary classes at Love 

Church Korean School summer camp -USA 
(San Diego)

Jun-17  $1,000  2.20 Club_US-Korea Arts F -USA (Virginia)
Jun-17  $100  The Covenant Korean Church -USA (Las Vegas)
Jun-17  $500  Support for supplementary classes at Korean school 

for special needs -USA (San Diego)
Jun-17  $2,000 Sponsoring athletic apparel for poor children-USA
                             Los Angeles
Jun-17  $1,000  Milal Center -USA (Chicago)
Jul-17  $1,000 Park United(Michigan migrant farmers support )

-USA (Michigan)
Jul-17  $1,000 VBISD(Michigan migrant farmers support )

-USA (Michigan)

Jul-17  $9,250 Support for children who are left in leprechaunic
families and in extreme poor families 
-Bangladesh (Headquarters)

Jul-17  $7,500 Provide food and education for hungry children and
locals -El Salvador (Headquarters) 

Jul-17  $10,000  Educat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in extreme 
povery and village children feeding
Guatemala (Headquarters) 

Jul-17  $7,000  Pig farming project to help needy children
-Guatemala (Headquarters) 

Jul-17  $7,500 Provide meals and early education to
disadvantaged children -Mexico (Headquarters) 

Jul-17  $10,000  Provide meals to disadvantaged children
-Mongolia (Headquarters)

Jul-17  $10,000  Elementary school and village children feeding
ministry, Medical Mission for Mang Yang children 
and youth -Philippines (Headquarters)

Jul-17  $10,000 Provide minimal nutrition to family in extreme poverty 
Zambia (Headquarters)

Sep-17  $1,500  Three square Food Bank -USA (Las Vegas)
Sep-17  $1,000 Inner City Impact -USA (Chicago)
Oct-17  $1,500  Three square "Backpack for kid Program" 

-USA (Las Vegas)
Oct-17  $40,000  Friends of Love study room program in South Korea

South Korea (Headquarters)
Nov-17	$2,500	 Texas	flood	relief	fund	AMERICAN	RED	CROSS

-USA (Virginia)
Nov-17 $1,000  ANERICAN WHEAT MISSION -USA (Virginia)
Nov-17 $1,050  Global Charity Foundation-USA (Las Vegas)
Nov-17 $1,000 HANNA MISSION After School Center -USA 

(New Jersey)
Dec-17  $ 1,000  The Julian Center -USA (Indiana)
Dec-17  $500 Children’s Bureau,Inc. -USA (Indiana)
Dec-17  $500       The Villages -USA (Indiana)
Dec-17  $500       Day Spring Center -USA (Indiana)
Dec-17  $1,000  Boys and Girls Club -USA (San Diego)
Dec-17  $ 2,967 San Jose Police Dept_Bikes and Helmets for low

income families children -USA (San Francisco)
Dec-17  $ 1,000 The Evelyn S. Cox Child Development Foster 
                             Family Agency -USA (San Francisco)
Dec-17  $1,500  America Wheat Missio -USA (WashingtonDC)
Dec-17  $2,000 Brainy camp -USA (WashingtonDC)
Dec-17  $2,000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s & Outcomes

-USA (New York)
Dec-17  $2,300  Baltimore Slum After School Center
                             -USA (WashingtonDC)
Dec-17  $2,000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s & Outcomes

-USA (New York)
$3,846,255.20 (1998~12/31/2017)

경과보고        History of Global Children Foundation 1/1/2017 ~ 12/31/2017

명예이사장:  방숙자(NJ)

이사장:  정경애(CA)

부이사장: 송인숙 (NJ)/ 이상연(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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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원(MD)/ 성숙영(IL)/ 손목자(MD) /조안젤린(NJ)/유웬디(CA)/이경자(MD)/이희숙(CA)/

조은옥(VA) /백혜원(MD)/최금란(HK)/최평란(VA)/최혜랑(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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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융남(MD)/강효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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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어린이 재단 이사 명단

GCF Executive Boar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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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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million dollars to 

needy children all over the world during the pas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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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of its mission to other needy countries including Cambodia, Canada, Chad, China, 

Congo, East Timor, El Salvador, Guatemala, Haiti,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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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pal, Peru, Philippines,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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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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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hildren Foundation(글로벌어린이재단)에 후원 회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1998년, 한국의 금융 위기로 생긴 많은 실

업자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 몇몇 미주 한인 어머

니들이 모여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먹이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

여 2만 달러를 만들어 한국으로 보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현재까지 약 380만 달러를 모금하여 한국

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차드, 중국, 콩고, 동티모르, 과

테말라, 아이티, 홍콩,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케냐, 키르즈키

스탄, 말라위, 모리타니아, 멕시코, 몽고, 모잠비크, 네팔, 페루, 남아프

리카,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터기, 우크라이나, 미국, 에콰도르, 필리

핀, 르완다, 엘살바도르, 베트남, 잠비아의 아동들을 도왔습니다.

그 동안 회원 수가 5,800여명으로 육박하였고 전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 18

개지부, 아시아 지역에 일본, 한국 그리고 홍콩지부를 포함하여 총21개 지

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로 일하고 있는 Global Children 

Foundation의 일반회비는 매월10달러, 연120달러이고 평생회비는 1,000 

달러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보내

지는 후원금은 전액 구제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굶주리는 아이 없는 세상을 향한 꿈을 향

해, 또 불우한 아이들의 구제와 복지, 교육과 선도를 위해 노력해 왔고 계

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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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글로벌 어린이 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