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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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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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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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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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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ance for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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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린이재단

What we are doing...

Global Children Foundation

20 years (1998 – present)

41 countries 
(Bangladesh, Cambodia, Canada, Chad, China, Congo, East Timor,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aiti,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Jordan, 
Kenya, S. Korea, Kyrgyzstan, Lebanon, Malawi, Malaysia, Mauritania, Mexico, 
Mongol, Mozambique, Nepal, Nicaragua, NK, Peru, Rwanda, South Africa, 
Sri Lanka, Sudan, Tanzania, Turkey, Uganda, Ukraine, USA, Vietnam, Zambia)

507,000 (estimated) underprivileged children helped

$4,180,000 distributed to feed and educate th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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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재단 설립자 
방숙자 명예 이사장님 

금년 7월, 본재단이 창립 20주년

을 맞이 하면서  지난 18년을 함

께 걸어온 나에게도 많은 감회가 

있었다. 2000년 5월 27일 San 

Francisco지부 초대 회장으로 선

출 되면서  GCF와의 인연은 시작 되었고,  지금까지 

GCF를 오랫동안 섬길수 있었던 것은 방숙자 명예 이사

장님의 깊은 사랑과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공

인 회계사인 나는 회계일 외에도 남편 사업 뒷바침,  교

회일, 가정일등 여러일이 있어 나에게는 무척 벅찬 일

이었다. 그러나 그당시 총회장님이신 방숙자 명예 이

사장님은 나를  지부장에서 본부 사무총장으로 발탁을 

하셨고 그후  6년을 사무총장, 4년의 총회장 그리고 현

재 이사장 직책으로 재단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

는 동안 몇번이고 힘에 겨워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

지만 이사장님에게는 통하지가 않았다. 사실 이사장님

은 자나깨나 GCF 에 온 심혈을 기울이셨고, 지난 20년

간 서울 바자 행사 외에는 해외 여행을 하시는것을 난 

본적이 없다. 만약 이사장님께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

지 않았다면  GCF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으로 

성장을 못 하였고,  오늘의  GCF는 없었을것이다.  명

예 이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투명한 재정, 문제 해

결 능력,  지도자의 자세와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헌신

을 부족하기 그지 없는 나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으

며 내 인생 여정에서 이런 훌륭한 분을 만나도록 허락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  세월이 그동안 많이 

흘러 현재 명예 이사장님으로 계시지만 우리 모두 이사

장님을 존경하며, GCF의 어머니로 잘 섬겨야 됨을 회

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이사장님,  감사 합니다! 그리

고 늘 강건 하세요….

금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의 재단 총회장직을 

마치시는 이서희 총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총회장직을 맡으신 동안 온 힘을 다해 섬기시

고, 오렌지카운티 지부를 설립 하셨으며, 2번의 총

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주시고, 또 크고 작은 어려

운 문제들을 잘 처리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2019년-2020년 총회장직을 맡으실 염귀옥 총

회장님을 환영하며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재단을 잘 이끌어 주실것에 

큰 기대가 됩니다. 해가 갈수록 GCF가 발전하고 

성장할수 있도록  이사회도  총회를 열심히 돕겠

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세월 한결 같이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도 풍성 하시기를 비오며 

온 가정 복된 새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사장 정 경애 드림

Hello Members and Support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generous support over the past 
year. We wouldn’t be able to do our work without you.
Many Blessings on you and your family.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ank you..

이사장 인사말 Message
이사장  정경애

Karen Chung,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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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aching the end of the cur-
rent presidential term in 2018,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appreciation to all the supporters, 
including the regional directors, 
fervent members, and executive 
members. Thank you for your pas-
sionate enthusiasm in recruiting 
and your vigorous efforts in fund-
raising to feed, clothe, and educate 
our sponsored children from all over the world. 
Looking back on this year, I am truly grateful to have encoun-
tered so many warm, generous, and devoted volunteers dur-
ing my last two years as the president of the GCF.
Despite having gone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and count-
less sleepless nights, I found myself to be very blessed to be 
given the chance to take care of my neighbors in need. 
Taking action to benefit the lives of others truly drives our 
lives meaningful and is the beginning of authentic content-
ment. Sharing what God has bestowed us onto others not 
only can be personally rewarding but also can enrich others’ 
lives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I am deeply fortunate to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be a sustaining cornerstone for supporting underprivileged 
children and planting futuristic dreams in their lives. Thank 
you to all the patrons who have wholeheartedly sponsored 
the children of the world.
With new vision and assurance, I hope you find it in your 
heart to continue supporting the GCF to help children in need 
in the upcoming year.
Lastly, I hope that we can all continue to cooperate and col-
laborate as the members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so that we may harmoniously accomplish our goal of helping 
young souls with good deeds.

Thank you very much.

총회장 이서희  
Sue Lee, President 

총회장 인사말  Message

글로벌 어린이 재단 총회장의 임기를 2018년 올해로 

끝내면서 그동안 지구촌 곳곳에 있는 후원지의 아이

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침으로써 꿈을 품는 아이들

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함께 열정적으로 회원 모집과 

모금 행사 활동에 애쓰시는 각 지역, 지부장님들 및 

회원님들 그리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 볼때 봉사 활동을 통해 마음이 따뜻하

고 베푸는데 넉넉한 마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

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으로 봉사한 지난 2년의 기간

은 저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결정과 함께 여러가지 생각

속에서 잠 못 이루며 힘든 시간들과 과정을 거쳐서 제 

자신이 좀 더 성숙할 수 있었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

을 살펴보며 배려하면서 받은 축복과 혜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봉사는 우리 삶의 엔도르핀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봉사를 하며 보람된 인생을 살면서 나눔을 통하여 우

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쁨을 덤으로 얻을수 있습니

다. 우리의 봉사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 아이들을 도

울수 있고 꿈을 심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

니다. 

세계 지구촌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과 각오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 속한 회원 한분 한분

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화합하여 어린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Supporting Countries

   Cambodia

 Ecuador

 Guatemala1

 Guatemala2

 Guatemala3

 Haiti

 India

 Lebanon

 Malaysia

 Mexico

 Nicaragua

 Peru

 South Asia

 South Korea1

 South Korea2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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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날수 있는 이곳은 포이펫 빈

민촌입니다.대략 1,200가정의 빈민들이 살고 있으면 이곳에는 

2,000명 정도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포이펫 우리 아이들이 무엇가 잘못이 있어서 이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며 제가 잘나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를 돌봐야 하며 한끼의 식사로 하

루를 버터야 합니다. 

“하나님 이땅 이곳에 있는 이 어린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This is a slum in Poipet where the lowest encounters the 
highest. About 1,200 families reside in this area with 2,000 
children.
These children, like anyone else, did not have a say into the 
lives and places in which they were born into.
This is the kind of place where a four-year-old child takes 
care of a two-year-old with one meager meal a day.

 "May God have mercy on these young souls 
here on earth"

글_이기원선교사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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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네셈 장애인 학교의 담이

튼튼해 졌습니다.” 

이네셈 학교의 외곽 담이 기울어져 있어서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담이 튼튼하게 다시 지어져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특히 에콰도르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진에도 끄덕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16년 전에 장애인 센터로 시작한 

뒤 기둥들이 약해져서 조금씩 기울어져 갔던 담을 허물고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담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페인트칠을 

못해서 하반기에 도와주시는 감사의 후원금으로 담장을 

예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The walls of our school have been strengthened."

I was always nervous because the boundary walls of the Inesem 
school were tilted. But now the walls have been rebuilt to be 
strong enough to withstand any potential earthquakes in Ecuador. 
Our school started as a disability center 16 years ago and an 
increasing number of repairs were needed as time went on. Thus, 
with the grace of God, we restored the sloping walls of pillars 
with the help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These new walls 
provide us with the peace of mind that we will be able to keep 
everyone safe. However, we are not able to paint the walls yet, so 
we will paint the fence with the patronage of thankful contributions 

in the second half.

“저희 이네셈 장애인 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담을 쌓은 후 계속 유실되고 있는 못 쓰는 땅을 잘 

메워서 바닥 공사를 하고 그 위에 생활 체육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체육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잘 하고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놀이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을 건강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네셈 학생들 중에 고도 비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운증후군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네셈 학교에는 정신지체 학생들과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행복해 합니다. 또 체육 

시설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순서를 

정해서 이용하는 방법 즉 질서를 지키는 법도 배웁니다. 비용이 

충분치 않아서 많은 시설들을 갖추어 놓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울타리가 생긴 것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We are helping the disabled students of Inesem School maintain 

healthy bodies and contented minds.” 

In addition, after the walls had been rebuilt, we were able to 
reconstruct the once sparsely-used area into a fitness facility. Now 
students can exercise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play games 
during recess. This new construct has been especially beneficial 
for our obese students with Down syndrome because they can now 
exercise in a safe space under discreet supervision.  
Students with hearing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challenges 
are also greatly enjoying the new fitness area with all the new 
equipment. In order to use this facility, the students simultaneously 
learn how to follow rules such as waiting in line and taking turns to 
use equipment. We have not been able to have many facilities like 
this in the past due to their high expense, but we appreciate the 
fact that there is a space like this now for students to practice their 
athletic activities.

Ecuador
글_민옥남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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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사카바에서 우리 사역이 5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우리 아

이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지역사회내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

뀌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에는너무나 극

심한 가난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그 가난을 벗어날 길들이 거

의 없기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기력한 분위기, 아무런 소망

도 꿈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 그 부모

의 부모들이 그런 가난에 짓눌려 살았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을 보아온 이들이기에 어쩌면 꿈을 갖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

이 더 편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보내

기 보다는 근처 커피농장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하루 삼불을 벌

어오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

들의 학교 출석률은  채 50%도 안되고, 중학교 진학율은 5%도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바뀔 것

이 없으니 어쩌면 그리 결정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80도가 바뀌어서 학교 출석률도 90%가 넘

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역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많이 바뀌

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들이 마을 전체적

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이 땅에 소망을 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

는 우리 주님을 찬

양합니다. 우리 주

님이 시작하신 사역

이시니, 우리 주님

이 당신의 선하심대

로 이루시리라 믿습

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평안

을 소원하며, 

As we serve in this community for the last five years, we realize that 
not only the children in town but also the mood of the community have 
been shifted a lot.  It was very devastated when we first came to this 
town because the whole village was too impoverished.  The poverty 
has been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o it looks natural 
for them to give up on their lives.  Under this circumstance, kids were 
probably obligated to go to work at farm rather than going to school to 
be educated. Therefore, their attendance rate was less than 50% and 
only 5% student body was committed to go to middle school. There 
had been nothing to change although they finished their elementary 
school.  
However, there is a dramatic change: its current attendance rate be-
comes 90%.  80% of the student body is attending middle school.  Little 
hope is rising from the parents and certainty is growing among the 
town people.  People in the community start to grow their vision for 
possibility and assuredness.  I confess that hopes of your prayer and 
financial contribution are seeded in this land.  Praise the Lord who 
makes this come true.  We strongly believe that since He started this 
mission, He will lead us to fulfill His will for goods.  Amen.
 
Peace in Him,

Guatemala
글_이누가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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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ory of El Poder, Guatemala 
The Galilee Mission Community operates four churches in the city of 
Chisek that specialize in child and youth worship. The churches are 
arranged in a way so that our beautiful sanctuary lies centrally, allowing 
children to safely navigate the four churches.
El Poder Church was the first church established in the city of Chisek. 
In the poorer regions of Chisek City, many women are tasked with the 
challenge of supporting their families alone on a single income. This 
has led to many of them seeking out and cultivating borrowed land in 
order to support an entire family. For that reason, El Poder Church was 
established in order to aid these families in need.
Despite having a stable educational system in Guatemala that enforces 
mandatory education up to the high school years, many children are 
unable to attend. For some, this is due to a lack of school supplies and, 
for others, more important priorities are deemed paramount. Some of 
these priorities include the difficult task of raising younger siblings or 
finding work in order to supplement the income of their single parent.
In the beginning of August, with the help of GCF, 30 students were 
chosen who showcased excellence in their daily lives and were gifted 
with piglets. To these families this gift was a symbol of trust and a 
chance for these families to plan ahead for the future. On the following 
Sunday the church halls were filled with children and their parents. To 
spread the gospel to the families and help them in any way we can is our 
mission. We hope that our actions provide these individuals with dreams 
and hopes during their challenging times. 
As time progressed, it was turned out that most of the children did 
not immediately sell or eat the piglets. Instead they kept them in good 
condition and raised them well. Well enough for them to become sows 
and to give birth to even more piglets. This project shows that the love of 
Christ is present in their daily lives as these children practice their field 
exercise of loving thy neighbor.
Ten years ago we had a similar program where adults were gifted 
instead of children, but unfortunately there was only a 50 return. Despite 
these results, we hope that by providing piglets to children, we will have 
a better return.
In the meantime, a missionary, who could not forget the eyes of the two 
girls who looked longingly at a pig after sitting next to him, prepared the 
pigs.  They turned out to be eight- and ten-year-old sisters who couldn’t 
attend school due to their 
poverty and lived with 
three other step-siblings.  
The missionary promised 
to help them attend 
school the next year with 
the hopes that one gifted 
piglet might be the answer 
to their prayers. 

갈릴리 선교 공동체는 어린이 예배나 청소년 예배 만을 드리고 
어른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4개의 교회를 치섹 시내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없이 걸어서 올 수 있도록 
각 교회간의 거리를  배치했지요.
El Poder(능력) 교회는 이 네개의 교회 중의 하나이며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치섹시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남의 땅을 빌려서 
겨우 먹고 살 옥수수 농사를 짓거나, 날 품팔이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간 남편이 남겨둔 아이 들을 키우는 한맺힌 여인이 
가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테말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훌륭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어 수업료 없이 공부 할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연필과 
공책을 구할 수 없어 초등학교 조차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연필과 공책의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부모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하는 등의 가사일 때문이기도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교회는  행복과 꿈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지난 8월 초 GCF의 도움으로 가장 모범되는 
30명의 어린이를 선정하여 돼지새끼 한마리씩 선물을 했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부모님과 
어린이들로 교회당을 가득 매웠습니다.
돼지새끼를 받은 어린이는 팔거나 잡아먹지말고 잘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그 중 제일 큰 새끼 한마리를 가까운 친구에게 
주는 조건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줄 때는 선교사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어린이는 역시 받은 새끼를 잘 키워서 또 새끼를 
낳으면 다른 친구에게 주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현장 실습을 통하여 구두 약속을 맺습니다. 
10여년 전에 이와 비슷한 조건으로 어른들에게 돼지를 분양한 바 
있었는데,  이행율이 겨우5%쯤 되어서 패기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번에는 어린이에게 다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한편 모범생에 발탁 되지못해 돼지를 받지 못한채 계속 선교사 
옆에 앉아서 돼지를 바라보던 두 소녀의 눈망울을 잊을 수 없던 
선교사님은 3개월이 지난 11월 초에 선물을 준비하고 수소문해서 
그 집에 찾아 갔었습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 
다른 동네에 사는 8세와 11세의 자매로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게다가 이복 형제 3명이 함께 사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내년에 학교를 다니도록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돼지새끼 한마리도 선물할 것이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

Guatemala 글_김도언선교사/전청수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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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incerely appreciate your support from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We have been preaching the gospel for children 
in Quetzaltenango, Guatemala, since 2015. Guatemalan 
children suffering from financial problems have finally gained 
vision and a good outlook on life thanks to the GCF since their 
prayers have been answered by God. It truly became a great 
testimony for us all. 

As a continuation of our ministry work, we have been having two 
lunches each week at two schools in the two most poverty-stricken 
towns in the region. An average of 100 children each week are 
provided with free meals with a total of 2200 meals over the last 
20 weeks. Children not only began to earn better grades in school, 
but they also started becoming more involved in Sunday school at 
church. We are enormously thankful that our pioneered church is 
now brimming with children from all over town.

Once again, we sincerely thank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our mission work with joy-
filled hearts and we continue to pray for the encouragement of the 
young souls of Guatemala so that they may grow up as Jesus-like 
children before the Lord.  

Thank you. 

GCF후원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년부터 과테말라 케찰테낭고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놓고 기도해왔습니다. 예산 문제로 

사역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GCF

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젼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2년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GCF를 사용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놀라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이 지역 주변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두 마을의  학교에서 매주 2일간 급식과 더불어서 

방과후 수업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매주 평균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약 20주에 걸쳐서 진행되어서 

연인원으로 약 2200여 끼니를 제공하였고, 많은 아이들이 

성적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이들이 

교회 주일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어린이들로 차고 넘치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한번 GCF 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힘을 내서 기쁨으로 주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테말라의 어린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과테말라의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닮는 아이들로 잘 자라 나도록 

계속 중보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Guatemala
글_최용준,최재숙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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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All,

Greetings from Haiti.  We applaud and send our sincerest 
gratitude to you for your devotion in supporting the Haitian 
orphanage.  

Thanks to the tremendous support from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a thriving number of children from seven 
orphanages are growing up with the ability to attend school 
with bright faces. They are being granted the opportunity to 
receive an education just like any other ordinary children in 
the world.

In the past, it was challenging to overlook the dark, lean 
faces of the orphans. By the way now, I can say with great 
pride that they have become more polite, study harder, and 
demonstrate decent nutritional status expected. Your support 
is not just a great tool but also a profound comfort for us 
because it has become a constant reminder that someone on 
the other side is always caring for our needs with the best 
of intentions. The grief of the loss of the children’s parents 
is subsiding and the whisperings of hope are being echoed 
in their hearts now that they no longer have to worry about 
when their next meal will arrive.  

We deeply appreciate your love and support for these 
underprivileged and impoverished children. These Haitian 
children will grow up triumphantly so that they may give glory 
to the Lord through studying and prayer. We bless you all 
for working together so that more wounded hearts may be 
healed through Him.  

글로벌 어린이재단을 섬기시고 후원하시는 귀한 손길들과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숨겨진 희생의 마음들까지 아이티의 수많은 
고아들과 함께 감사의 박수와 고마움 가득한 기쁨을 전합니다.

7군데의 고아원들이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중 더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여느집 아이들처럼 얼굴에 그늘이라고는 
없이 밝은 얼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둡고 야윈 얼굴이 당장 그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고아인 것을 숨기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얼굴이나 모습을 보아서는 
아니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한결 예의 바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며 얼굴의 영양 상태도 보통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후원하기에는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함께 마음이 이어져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닿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아픔과 어려움은 이기고 일어 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먹는 밥도 빵도 걱정하며 언제 또 먹게 될 지를 의심하며 
자라 온 아이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배고픈 돌덩이 하나 빼주니 
부모잃은 상심도 점점 미래에 대한 배움과 희망속에 약간은 희미해 
지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귀한 일인데 아이티의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하루하루에 접혀진 주름진 마음을 펴주는 일에 사랑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티의 아이들은 잘 클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승리의 
이름들이 될 겁니다.
함께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고아들의 팔을 들어서 번쩍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Haiti
글_김승돈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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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Health of the children through Feeding 
Programme at 
Paschim Dwarikapur Island & Baradapur Islands, India
The School Feeding Programme supported by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USA is being continued at the Paschim 
Dwarikapur Island and Baradapur Island of Sunderban, India 
for the underpriviledged children. 
More than 357 Primary School children (Paschim Dwarikapur 
Island – 182 children and Baradapur 175 children) mostly 
from the fishermen, farmers and landless labourers families 
avail of this Mid Day Meals – for 5 days a week. Along with 
their Primary Education and moral / spiritual nourishment, 
this feeding programme helps them to come out from the 
danger of hunger and malnutrition. Many children of our 
schools come from extreme poor families – who are deprived 
of food at their home – due to very low family income. This 
mid day meal is vital for their survival and nourishment.
We provide basic food – Rice, Dal (Lentil), vegetables and fish 
or eggs in the meals. These are freshly cooked and served 
hot to the children. The teachers take keen interest and serve 
them with love and prayer.
The smile in the children’s face and end of hunger, 
malnourishment are the impact of the mid day meal 
programme.
We thank and appreciate all the staff members, the Board 
Members and Donors –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for 
your prayer, care, concern & support. We hope to continue 
this partnership for an effective and meaningful intervention 
in sharing the joys and sorrows of the underpriviledged 
children of the Sunderban Islands.

급식 프로그램을 통한 파킴 와리카퍼 섬과 바라다퍼 섬의 

건강 증진 개선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후원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인도의 선더반섬에 위치한 파킴 와리카퍼 섬과 바라다퍼 

섬지역의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부, 농부, 소작농들의 자녀들로 일주일에 5일, 

하루 한끼의 식사를 위해 대략 357명 이상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의 아이들은 초등교육과 

인성교육에 더불어 배고픔과 영양실조의 위기로 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극빈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이 하루 한끼가 그들에게는 빛과 같은 

소중한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선생님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기도속에서 아이들에게는 

쌀밥, 렌틸 콩, 채소, 생선과 달걀등의 영양 건강식으로 

신선하고 따뜻하게 배급 되어지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영양실조에서 벗어난 그들의 미소를 통해 하루 한끼 급식의 

프로그램의 극명한 효과를 바로 느낄수있습니다. 

저희는 임직원을 비롯, 이사회와 더불어 글로벌 

어린이재단의 여러분께 그동안 보내주신 기도와 관심, 

염려와 지원에 대한 심신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곳 선더반 섬의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열악한 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India
글_Prof. Dipak Kumar N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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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ilience of adolescent self-esteem: The youth who have 
lost their self-esteem in the word 'refugee' are now able 
to recover and find their dreams.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in which the attitudes of young people have changed 
completely since they came to the center. 

2. Young people who have lived as Muslims learn about the 
sacrifice and salvation of Christ as eternal life while learning 
the word of God. 

3. While taking on the roles as assistant teachers, the youth’s 
social and leadership skills develop over time. With the added 
job security, they also learn self-confidence unlike most part-
time workers at farms or other workplaces. 

4. As we study the word of God, our vision and goals are being 
renewed. A lot of other youths see the youths of the program 
as positive role models and are now eager to participate.

1. 청소년들의 자존감(자신감) 회복: ‘난민’이라는 단어 
속에 갇혀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던 청소년들이 회복
이 되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됨. 센터에 오고 난 이
후에 완전히 태도가 바뀐 사례가 많음.

2. 무슬림(회교도)으로서 살아가던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
씀을 배우면서 희생과 구원(영생)에 대해 배우게 됨. 

3. 센터 내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함으로서 사회성과 지도
력이 길러 짐. 농장이나 일터에서 일당 일군으로 부속품처
럼 살아가던 삶에서 자기 자리(포지션)을 가지고 (보조)교
사로 일하게 되면서 자신감과 지도력을 배우게 됨.

4.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비전과 목표가 새로워졌습
니다. 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처럼 되겠다는 많
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ebanon
글_김성국ECC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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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your devoted sponsorship.  Numerous children have been saved 
and are receiving a prosperous education here in Malaysia.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ree of our orphaned children were recently admitted to 
college despite the odds and circumstances they faced.  
I briefly tell you the benefits of sponsorship for the second half ministry.

1. Orphanage ministry
There were a total of 26 orphans with 17 males and 9 females. (The number 
of orphans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detention of both parents' drug 
sales and cultivation.)
We were able to grant the children health and hygiene by providing them 
nutritious foods, such fruits and vegetables, along daily necessities, such as 
clothing and school supplies.
2. Resolve orphanages
We were able to renovate the typhoon-stricken orphanage building so that 
it can now be a comfortable and accommodating space for the children and 
teachers to stay safely.
3. Local children's food problems
Unanimous volunteer visitors provided free lunches, school supplies, and 
other necessities every week.  
4. Local child care (insufficient families)
The primitives in Oran Asli are ethnic minorities who are mainly living in 
jungle areas in Malaysia. We built a shelter for children whose parents are in 
jail or are fugitives because they were selling and planting drugs. Because of 
these short-term circumstances, these children were unable to be admitted 
to receive child care in formal facilities, so we take care of three to five 
children every week.
5. Kindergarten ministry
Newly renovated classrooms were built to facilitate the sharing of school 
supplies and other daily necessities due to the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jungle area and the lack of educational facilities for younger children.
I deeply appreciate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We will continue to 
be delighted to have a great year with all the students, teachers, and NGO 
members.

Thank you,

귀 단체의 후원에 힘입어 가능하지 않았던 3명의 고아원생이 대학
에 진학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귀 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올
립니다.
후반기 사역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고아원 사역
남 17명 여 9명으로 총 26명으로증원 되었습니다. ( 양 부모의 마
약 판매 및 재배로 인한 수감으로 인해 그 인원이 더욱 늘어 날 예
정입니다)
매일 건강한 음식과 과일을 제공할 수 있었고 학용품 및 의류 등 생
필품을 구입 할 수 있어 아동 건강 및 위생관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2. 고아원 숙소 해결
태풍으로 인해 완전 파괴 되었던 건물을 완공하고 안락한 숙소로 
사용하고, 교실을 따로 마련하여 아동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역 아동 급식 문제
매 주 130~ 150명이 본 원을 방문하여 급식(점심)을 제공 받고 있고 
이 아동들에게 학용품과 의류, 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지역 아동 돌봄 (결손가정)
오랑 아슬리 지역 원주민은 말레이시아 소수민족으로 주로 밀림 등 
지역에서 생활 하고있습니다. 궁핍함으로 인해 부모들이 마약제배
나 판매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부모 둘 중 한 명이 수감되거나 도피 
중에 있는 아동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생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기적으로 피신을 하기 때문에 고아원에 편입이 안되고 단기적으로 
매주 3~5명 정도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5. 유치원 사역
밀림지역에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저학년 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이 
전무함으로 인해 새로 마련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학용
품 및 생필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으로인해 올 한 해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되
어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원생들과 선생님들과 NGO 단체 여러분들
도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Malaysia
글_이경근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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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not believe November is already around the corner.  
In 2018, our ministry has received great blessings from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For the last 10 years, 
we were able to achieve astounding accomplishments.  
Thanks to our remarkable partnership with the GCF. 

We never knew how precious it was until now to see the 
smiles and hear the laughter of impoverished children 
who never knew hope as they become willing and eager 
to prepare for the futures of their dreams.
Thank you a lot, 

벌써 11월 달이 내일이란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2018 GCF 와 함께 저희의 사역은 큰 은혜를 받았습

니다.  맥시코에서 10년 이되면서 올해 은혜가 이렇

게 넘친것은 GCF과 에 놀라운 partnership 때문이

라고 믿습니다. 

밥을 먹는 한아이 눈과 웃음 속에는 심어주시는 소망

에 미소가 생기고.  아이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

라 이제 미래의 꿈까지 채워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얼

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Mexico
글_김승석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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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in a town of 420 children with 720 
households. It is a poverty-stricken village that was forced to migrate due 
to the devastating earthquake that occurred in the vicinity of Managua, 
Nicaragua, on December 23, 1972. The average monthly income per 
household in this village is about C$3,000 (Nicaraguan Córdobas), which 
is about $100 U.S. dollars. These insufficient monetary funds have 
resulted in severe deficiencies elsewhere amongst the townspeople 
such as starvation and malnutrition.
Given the problematic situations in these villages, we have determined 
that what we need  is a long-term hunger solution by raising income 
sources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self-reliance amongst the 
townsfolk.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we started a piglet pre-sale 
project to help impoverished families raise piglets in the village free 
of charge. The goal will be for the people in town to be able to earn 
additional income by raising their own piglets which will then be used 
as a major income to relinquish starvation issues and establish self-
reliance.
We have already piloted a piglet project by pre-arranging 45 families in 
2017 prior to the official start date in 2018. Since then we were convinced 
that the household incomes of the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have improved. On top of that, we were able to supply quality, nutrient-
rich foods to the children of the town by regularly butchering pigs. 

With a contribution of $11,000 from GCF, two piglets and $50 worth of 
pasturage can be provided to each family with a total distribution to 100 
families in 2018. Based on a survey conducted by missionary Taejin Park 
and site manager Marta, the families that are raising the pigs are fully 
satisfied and grateful to the GCF for sponsoring this project. 

Furthermore, young piglets usually take 6 months or longer to be 
slaughtered. Thus, the piglets distributed in June this year will be sold 
as hogs in December or early next year. We have no doubts that these 
will prove to be great assets to the households of the local village. 

In addition, we included photographs of the local families participating 
in this ministry project and how the piglets are being bred through pilot 
projects. 

본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마을은, 1972 년 12 월 23일 니카라
과 수도 마나과 근교에서 일어난 강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이
재민들을 황무지에 강제로 이주시켜 형성 된 가난한 마을로, 약 
750세대에 420명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
을의 가정당 월 평균 소득은 약 C$ 3,000 (Nicaraguan Córdoba), 
미화로 환산하면 약 $100 정도로 매우 적어서, 이로 인한 기아 
및 영양결핍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마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장기적인 기아해결이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새끼돼지와 사료
를 마을의 가난한 가정들에 무료로 공급하고 기르는 것을 도와
주는 새끼돼지 분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은 저희가 무료로 공급한 새끼돼지를 직접 기른 후 팔아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이 추가소득은 아이들의 기아문제 해결과 
자립기반 마련에 사용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2018년 공식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2017년 마을에
서45가구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새끼 돼지 파일럿 프로젝트
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프로젝트에 참가한 가구의 가계소득
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마을에서 돼지
를 잡아 공동으로 취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질 좋은 영양성분
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올해는 GCF의 후원금 $11,000로 총 100가정에 각 가정
당 2마리씩의 새끼돼지가 분양되었고, 각 사육가정당 $50의 사
료가 지급되었습니다. 박태진 선교사와 현지 담당자 Marta의 
조사 결과, 현재 돼지들은 잘 자라고 있으며, 돼지를 분양받은 
가정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고 본 사업을 후원해주신 GCF에 
매우 감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끼돼지들은 보통 6개
월 이상 지나면 성체가 되어 도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에 분양된 새끼돼지들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에 성체가 되어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 마을의 가계소득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한 돼지가 성체가 됩
니다. 본 사역에 참여하는 현지 가정,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돼지가 사육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들을 별첨합니다.

Nicaragua
글_박태진선교사  



Winter 2018  |  Global Children Foundation18

We thank God first and foremost for blessing us with all his 
grace and glory in 2018. We would also like to extend our 
heartfelt gratefulness to all of our Global Children Foundation 
supporters. We are thankful for your encouragement and the 
support you have all provided to the children of Pucallpa in the 
Peruvian Amazon region.
The year 2018 was a joyous year for the children of Pucallpa.  
We are appreciative for the love and sincerity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The sponsorship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has provided 
a place of hope for the children who were unable to eat even 
just one meal a day, who worked in the field, who were living 
in the streets, who were not receiving parental care, who had 
run away to seek refuge in the orphanage, and who have been 
physically and sexually abused. The children's free lunch center 
became a gateway for them to meet Jesus and learn about 
God’s boundless love despite them growing up not knowing who 
Jesus is.

We would also like to extend our sincerest gratitude to all the 
supporters of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for bestowing love 
upon the billions of barren Pucallpa children and praying for the 
future blessings of God's grace in 2019. We will do our best 
to improve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children's free lunch 
center even when circumstances prove difficult in this destitute 
community.
 
Children are gradually gaining stability in their living conditions. 
In other words, the children who were able to eat one fixed 
meal a day were able to gain the strength to study in order to 
go to school regularly. It has become a delightful routine to see 
their bright, smiling faces open the door to the free lunch center 
after school. In addition, the children's free lunch area has also 
transformed into a shelter for these children who had no other 
place to go after school.

우리 모두에게 축복 가득한 2018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페루 아마존 지역 부칼파 
아이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후원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8년은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 곳 부칼파 
아이들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밭에서 어른 한 명의 몫을 일하던 아이들에게,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 소년들로 전전긍긍하며 살아 
가고 있던 아이들에게, 고아원에 가지 않기 위해 도망쳐 다니던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폭행과 학대를 받고 살아가던 아이들에게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은 하루를 살아 갈 수 있는 희망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무료 급식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척박했던 부칼파 아이들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 주신 글로벌 어린이 재단 후원자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다해 
감사 드리며 2019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무료 급식소 아이들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적극적인 삶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아이들이 차츰 차츰 안정된 생활 리듬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 한 끼를 고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이 무료 급식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얼굴엔 침울했던 이전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던 이 
아이들에게 어린이 무료 급식소는 쉼터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Peru
글_구영주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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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Pleased to provide this report on how the gift was 
expended and the benefit your funding provided to children 
born with cleft lip and palate in the developing world.
The contribution funded 100% free cleft surgery for 25 
children born with cleft lip or palate in emerging countries. 
Smile Train was founded in 1999, and in less than 20 years we 
have sponsored cleft care in more than 90 countries through 
our network of 2,100 partner medical professionals and 1,100 
professional hospitals. Thanks to generous supporters like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and its Directors, Officers and 
Members, a Smile Train-sponsored cleft surgery takes place 
every five minutes, every day of the year.
Smile Train partners can be found throughout Asia,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ub-Sharan Afric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Out largest and most mature programs 
are in India, China, Pakista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hile our services in Afric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are expanding rapidly.
Based on patient demographics, your gift funded surgery for 
16 boys and 9 girls with a median age of 1.67 years.
Cleft is much more than a cosmetic issue for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For many children, cleft is a life and 
death condition as it impacts eating, breathing, speaking, and 
hearing. Children living with unrepaired clefts are often bullied 
and isolated. They suffer from low self-esteem, poor nutrition 
and general health, and often do not attend school. When 
they become of working age, they have difficulty securing and 
holding gainful employment, thereby becoming a burden o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Smile Train-sponsored cleft repair surgery opens a world of 
possibilities for children in the developing world. Following 
surgery, they can eat, breath, and hear more normally. 
With speech therapy, cleft palate patients can speak more 
intelligibly. As they are more accepted by their peers, the 
children can make friends more readily and attend school, 
which dramatically enhances their opportunity to lead full and 
productive lives.
Your generous contributions support cleft care that is always 
life-changing and often life-saving. 

저희는 보내주신 이 기부금으로 어떻게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날때부터 구순열과 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치료와 혜택을 받을수 있었는지를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 전액은 개발도상국에서 구순열이나 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수술 전액으로 모두 쓰여졌습니다.  
Smile Train이라는 프로그램은 1999년에 시작했으며 약 20년간90
개국이상에서 2100명의 전문 의료인과 1100개의 의료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구순열 치료를 위해 지원되어 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의 관계자및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Smile Train이 지원하는 구순열 수술은 일년동안 
매일 5분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mile Train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들은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사하라하단과 중미와 남미등지 입니다. 
저희가 가장 성공적으로 활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며 아프리카 및 
중미와 남미에서는 그 보급의 속도가 급속히 확산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금으로 수술의 혜택을 받은 아동들은16명의 남자아이와 
9명의 여자아이며 대략 연령은 1살 반정도 입니다.   
개발 도상국가에서 구순열은 미용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구순열은 먹는것, 숨쉬기, 말하기나 듣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삶과 죽음의 귀로에 서있는 것과 같습니다.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곤합니다.  그들은 낮은 자존감, 영양실조, 열악한 일반 
의료혜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경우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어 구직 할 나이가 되어도 안정적이며 수입이 
보장된 직업을 구하지 못하므로 다른 가족들이나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Smile Train이 지원하는 구순열 치료 및 수술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수술후 그들은 
정상적으로 먹고, 듣고, 숨을 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어 
상담 치료를 통해서 구개열 환자들은 더 또렷하게 말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수술이후 이들은 다른친구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므로 친구들과도 쉽게 사귀게 되고 앞으로 꿈과 희망을 
펼칠수 있는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금은 그들의 삶을 변화, 회복 시키고 나아가 
그들을 살리는 구순열 치료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South Asia
글_William J. H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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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ldren in the Nanuri Regional Center have been more energetic than 
ever before
since the GCF mothers visited in October. 
We took a field trip to Nami Island in Gapyeong-gun, Gyeonggi Province, on 
November 2, 2018. Children who were fatigued from studying day after day in 
the classroom were finally given the chance to rest and enjoy a nature-filled 
day with the grace of God. 
After the children were treated with ice cream, they savored having fun with 
boating, stepping on the leaves, riding bicycles, riding the sky-mobile, swinging, 
etc. It was such a fantastic day. 
Both children and teachers were relieved from their daily routines so that they 
could fully enjoy the nature and glory of God together. Thank you for sharing 
the true love of Christ with the children at the Nanuri Regional Center.
 

The children in the Nanuri Regional Center have been more There are 
about 2,000 North Korean defectors, inclu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living in Goyang and Paju cities in the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and encourage their adaptation and basic learning skills, we 
have developed various programs to highlight critical factors such as 
supervision, education, and emotional reinforcement. We sincerely 
appreciate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s support for the children in 
the New Dream Center which provides food expenses and cultural and 
emotional assistance so that the children can grow in a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지난 10월 GCF의 어머니들의 방문으로 저희 나누리지역아동센터에

서는 이전보다 더욱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속

한 아동들과 함께 2018년11월 2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남이섬으

로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매일 공부하던 책상과 교실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속에서 마음껏 가을을 느끼며 즐기는 하루

였습니다. 아동들은 배타기, 낙엽밟기, 자전거타기, 하늘차타기, 그

네타기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

으며 행복해 하였습니다. 맑은 날씨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아동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힐링하는 멋진 하루었습니다.

나누리 어린이들에게 참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에는 탈북주민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2,000여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
초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보호, 교육, 정서지원등 여러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어린이 재단에서 아동들이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비와 문화, 정서지원등을 위해 후원을 확
정해 주셨습니다.  새꿈터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건강하
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아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나누리 지역아동센터   

새꿈터 지역아동센터   

글_우상춘목사  

글_장경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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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anda
글_김홍덕선교사  

Friendship Village is a community of people originally abandoned 
by society due to their high prevalence of HIV/AIDS. Currently, 136 
families populate the village. A long time ago, an international NGO 
started to build a house for them, which eventually led to the community 
it is now. However, most of the people living in the village are single 
mothers who live alone or orphans who live with their friends. Many of 
them are disabled people. Even though the housing problem has been 
resolved, there are still many households without a steady income. 
Most of them have difficulties in feeding and educating their childre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ollowing decisive contributions have 
been made over the past six months through the Friendship Village 
Meal and Education Support Project partnered by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1. Extreme poverty in the village has been gradually being improved due 
to the ongoing support of the feeding ministry.
2. The elementary school in the village was closed, but we were able to 
reopen the school so that we could have educated students along with 
the feeding ministry.

 

Friendship Village는 원래 에이즈로 인해 사회로 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살고 있는 공동체로서 현재 136 가구
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래 전 한 국제NGO에서 이들을 위해 
집을 한채 한채 지어주면서 지금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
다. 하지만 빌리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 남편없이 혼자서 자녀
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맘이나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지인
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중 많은 수가 장애인들입니
다.  그러나 주거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이들중에서 직업을 가지
고 일정한 수입을 갖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
정들이 가장 근본적인 먹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글로벌 어린이 재단으
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 6개월 동안 실시한 FRIENDSHIP Vil-
lage (에이즈 마을) 급식및 학비 지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급식 사역으로 인해 마을안의 절대빈곤
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마을내 있었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으나 다시 문을 열수 있
도록 지원하여 급식사역과 더불어 교육사역이 함께 갈수 있도
록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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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카 공화국_CHIC지부 서제니회장, 한연우회계
Dominican Republic에 있는 Mozvi  지역에 11/5-11 단기선교로 다녀왔습니다.  
이광호선교사님 사역중의 하나로 어린생명들을 구원 하기 위해 6곳의 Elemen-
tary School과 하이봉 고아원 아이들에게  성경보급을 하며 성경퀴즈 및 암송대
회를 통해 그동안 땀과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밝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GCF에서 후원금을 보
내주게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GCF는 서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흐뭇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 캄보디아_NY지부 김영숙 이사 

▲ 멕시코_VA지부 조은옥이사, 김광순회원
지난 4월에 Mexico San Antonio Sodzil 라는 제가 후원 신청을 한 마을를 다녀
왔습니다. 한 100년 내지 15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어느 섬마을에 아주 어려운 
어촌을 보고온 것 같았습니다.  생활권에서 한 2시간 반 차를타고 산속으로 들
어가 있는 인구 약 5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마을 이였습니다.

상상 했던 것 보다 너무 비참해서, 지금 이시대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너
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을에 30% 정도만이 그나마 화장실(Out House) 있
고 나머지는 돌밭에 캑터스 종류밖에 자라지 못하는 뒤벌판이 공동 화장실 
이였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활 수단이 “사냥과 낚시”  여자들은 매춘, 
한가정의 아이들은 최소가4-5명 대부분이 8명 내지 12명입니다.  문맹이 80% 
제가 직접 방문하며 보았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의 머리는 이가 많아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빡빡 밀어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GCF 의 후원으로 금년
에 62명을 더해 120명의 어린아이들을 주일날 데려다가 먹이고 가르치고 금
요일 오후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루 _DC지부 엄데레사회원, 심정림회원
무더위와 주변 생활의 환경에 삶의 질이 변화되어 인간 기본의 생활 자체가 어
그러져 의식주가 선진국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곳 사람들의 
생활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속옷이며 학용품, 간단한 
상비약을 후원지에 전달하며 눈물겨운 뿌깔빠의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냈다.
신발을 신어 본 적이 없어 맨발이 익숙한 아이들, 속옷이 없어 겉옷만 입고도 
천진난만한 아이들, 끼니는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 아이들.... 아마존 하류에 
하수구와 아마존 물이 뒤엉켜진 곳에 부모없이 아이들만 쓸쓸히 생활하는 페루
의 아이들.... 밀림 지대의 이방카라는 곳에 도착하여 아이들에게 닭고기 한점
과 볶음밥 그리고 양파를 얹어 한접시에 담아 급식하고 목이 마른 아이들에게 
배에 싣고 간 물이 부족하자 강물을 통에 퍼와 스스럼없이 섞어 컵에 나누어 주
는 모습...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 GCF가 이 아이들에게 작
은 희망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

▲ 

후원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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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_NY지부 김영숙 이사 

글로벌어린이재단(이사장: 정경애)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에 걸쳐 LA에 있는NEW SEOUL HOTEL에서 20명의 이사, 후원이사, 

고문들이 모여 2018년도 정기 이사회를 주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2017년도 결산보고와 2019년도 예산, 사업 계획 및 후원기관들

을 결정하였다.

후원지로는 도미니카, 에디오피아, 페루, 레바논, 잠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캄보디아,남아시아지역,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멕

시코, 브키나파소, 인도, 태국, 한국 등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들과 난민 어린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축과 

농작물 재배등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한 결식아동 구제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하여 총 $23만 4천달러를 

책정하였고 2019년 6월 이사회는 워싱턴 DC 지부에서 개최 할 것으로 정해 졌다.

이번 이사회에서 홍콩지부 이명희 현 아시아지역회장과 전영신 전 서부지역회장이 새 이사로 선출 되었으며, 차기 총회장으로

(2019~2020년) 염귀옥 중부 지역회장(인디애나)가 선출되었다.

1998년 동부 지역에서 재미 교포 어머니 14여명으로 시작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한국 등에 22여개

의 지부가 있으며, 6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전세계 불우 어린이를 돕는 자선 재단으로 성장하였다.

2019년 정기총회는 라스베가스 /2020년은 인디애나지부에서 열린 예정이다.

이사회 소식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제 20회 글로벌 어린이 재단 연례총회와 갈라쇼에 저를 기조 연설자로 초
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밤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며 무한의 희망을 심어주고 계
신 사랑 가득한 여러분의 희생 어린 봉사를 생각하며 저는 심히 눈물어
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
늘밤 갈라쇼에서 지도력에 관해 여러분들과 다양한 애기를 나누면서 이
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다음 단계로의 또다른 도약의 시점에 와 있음
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십시다. 

물리학자로서 특히 어린이와 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것 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국제 프로헬스라는 협력 
단체에서 일할 당시 만났던 병약하고 나약한 어린아이들과 이들에게 그 
어떤 의료 혜택도 받게 해 주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어머니들을 만난 기
억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백명의 지역인사들에게 성관
계시 전염될수있는 맹독성 성병에 대해 강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과 여성들이 이문제로 수없이 고통을 받고 있었으므로 영향력있는 지도
층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티에서 코너스톤이란 사역
을 젊은이들과 함께 할 당시 아이들이 하루 한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그들이 두끼라도 먹는 날이면 그날은 그야말로 행운인 
것입니다.  저는 병마로 시달리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머님들의 절망
하는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류가 사멸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전쟁 당시 글로벌 어린이 
재단과 유사한 단체가 어머니에게 식량과 교육을 지원해주었던 것을 기
억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일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시기였으므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의 지원을 받
지 못하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자리에 서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밤 저와 함께 이 질문들에 관해 같이 깊이 생각해 봐주시지 않겠습
니까? “어떻게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20주년을 맞이 할수 있었나?” “
어떻게 이재단은 기억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나?”하는 것입니다.  1998
년, 저는 이재단이 흔들리지않고 굳건한 사랑과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
한 희생어린 마음으로 가득하신 어머니들로 인해 잉태되어 탄생되었다
고 믿습니다.  이 유기적 유전체 구성을 가진 어머니들만이 가지고 계신 
모성 유전자가 바로 글로벌 재단의 살아숨쉬는 정신이라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그것은 이 땅위 모든 민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쉬지않고 재확인 
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먹일것
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댈때의 울음을 들을때
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저의 할머니께서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몫의 밥을 자녀들에게 먹이고 꼬르륵 거
리는 배를 움켜 잡고 이내 이를 숨기시는 당신 자신은 배고프지 않다 하
셨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기에 결코 가난도 전쟁
도 죽음조차도 이를 막을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20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제는 제2차 성숙기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2막의 
성장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리를 나누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단지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추진 운동을 전
개해 나아감에 있어 다음의 세가지를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언제나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따뜻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는 정
신에 촛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지도자 양성 교육에서 우리는 비단 
기술의 습득이나 인지발달과 그에 따른 결과만을  평가할 수  없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

한 환경에서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고픈 아이들에게 글로
벌 어린이재단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왔는가 하는 이야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어린이재단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친 이 
수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요.  그 중심에는 이를 이루게하는 따듯한 마
음에서부터 비로서 움트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심장의 심실부
에서 서로다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비로서 심장이 모든 저항을 이
겨내고 제 기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의 원리로 이
어지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1. 단합정신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옛말에 집의 가랫대가 제대로 서
지 않으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느 다른 결혼생활에
서 흔히 보듯이 여러분은  배우자와 다른점에서 말다툼에서 또는 일
상생활에서 쉽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럴때 이런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요.
2. 자신이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을 버리십시요.
3. 이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같이 풀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십시요.
4. 서로 싸우지 마시고 글로벌 어린이재단을 위해 싸워나가십시요.
5. 서로 합심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요. 글로벌 어린
이 재단은 세계아동의 기아를 물리치고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
해 나가는 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6. 기억하세요. 추억은 영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때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삶이 너무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
던 수많은 밤을 기억합니다. 대학 재학시절 동전을 세가며 피자를 사
기위해 간절이 기도하던 날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그런 힘든 삶을 살지 않기에 여러분들이 흔히 잊혀지기 쉬운 힘들
었던 역경의 시간들을 기억해 주십시요.  왜냐면 많이 받은 사람이 많
이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비참함이나 고통을 재현
하는것이 아니라 세계각처에서 이와 유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
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십시요.  고통이 심할수록 공감하는 마
음도 깊어질 것입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
을 잃지 말라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같이 한다는 희망의 속삭임을 
지속해 나갈것입니다.  이 속삭임은 모든 세대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
에서 시작해서 울려퍼질 것이며 우리는 이 속삭임을 울려퍼지게 할 사
랑 가득한 울림대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가
운데 있을때 듣고 싶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글로벌
어린이재단의 열기가 식지도 더 나빠지지도 미지근해지지도 않는 이
유입니다.  이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도
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십시요.  차세대 글로벌 어린이재단의 지
도자와 회원들에게 이 기억을 심어주십시요. 이러한 불길이 붉은빛에
서 푸르고 흰 가장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는 불꽃핵의 축이 되어 줄것
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힘
을 북돋우어 추진해 나가는 힘을 드릴것입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이제 그 성장의 상향곡선을 그리는 성장기로의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어린이재단의 모성유전자
로 우리의 재단이념을 실현하는 세대간, 국가간, 문화간의 차이를 넘
는 그 전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것입니다. 

오늘밤 그동안 글로벌 어린이재단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 
지도자 여러분들과 차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여러분들 모두에게 축
복을 기원합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세계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
해 더욱 강건하고 성숙하며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길 기원합
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총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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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having me as the keynote speaker here at 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s 20th Anniversary Annual Gala & Conference.
In the preparation of tonight’s speech, I was deeply moved, at times even 
to tears, while grasping the weight of hungry, suffering children around 
the world as well as the immense hope given to them by your sacrificial 
demonstration of love. GCF members, thank you! I’ve had several thought-
provoking conversations with the leadership of tonight’s gala. And I 
am convinced that the GCF is ready to go to the next level and impact a 
movement. May it begin tonight!
As a physician, there is nothing more precious that I could have ever handled 
than a human soul, especially that of a child. In Nigeria, while collaborating 
with an organization called Pro Health International, I worked with several 
children and could never forget the faces of the weak, sick children and 
the worrisome faces of their mothers who had no access to healthcare. 
While there, I was also given a challenging assignment. I had to speak to 
hundreds of community leaders to address the rampant problem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Because influential leaders were turning their heads 
to this problem, women and children were suffering immensely. 
In Haiti, while collaborating with Youth With A Mission - Cornerstone, I 
remember children typically having only one meal a day. They were lucky 
if they even had two. I‘ll never forget the look of despair on a mother’s 
face because of their sick child. It was so gripping. It represented the 
brokenness of humanity in places all around the world. This reminded me of 
my own mother who received food and education assistance from a similar 
organization like the GCF during the Korean War. It played a vital role for my 
mother at a critical point in her life. I would not be here if it wasn’t for that 
support.
Will you ponder this question with me tonight-why is the GCF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Why has the GCF not become a memory? I believe it’s 
because in 1998 GCF was conceived and birthed by the unshakeable love and 
sacrificial hearts of mothers who would do anything-and I mean ANYTHING-
for their children. This motherly DNA, this genetic makeup, is the heart and 
soul of the GCF. It is consistently found in all nationalities, throughout all 
generations. I believe it has supernatural origins and support from the heart 
of almighty God Himself. Are not many of us recipients of this kind of love? 
I believe one of the hardest things for a mother to hear from her child is, “
엄마, 나 배고파 (Mom, I’m hungry)” , but can’t provide enough food to 
nourish their empty stomach. During the Korean War, my own grandmother 
was in this predicament. So, she would give her children her portion of food 
and lie to them by saying she isn’t hungry( “나 안 배고파” )  even when 
her own stomach was growling with hunger pangs. This motherly love is 
so undoubtedly strong. I’ve yet to see any amount of poverty break it. War 
could not break it. Even death and widowhood could not sever this love for 
children.
Well, in a blink of an eye, the GCF has grown to be 20 years old. Now, it is 
time to enter into the next phase of maturity. I would like to share three 
principles for you to hold on tight to as you enter into this next level-3 
treatment recommendations in order to make the GCF a movement rather 
than a memory:
1. Stay focused on the “heart and soul” of the GCF: In leadership development, 
we know skill acquisition, cognitive development, and outcome measures are 
not what sustains or helps the gifted leader finish well, but it is the condition 
and health of their heart and soul that determines that. Stories have and will 
continue to be shared about how the GCF has been the “hands” and “feet” 
of hope for suffering children. Take a look at the number of nations the GCF 
has impacted thus far! But the heart is the driving force. The coordinated 

movement by the different heart chambers gives the pumping strength to 
function at maximum capacity, to run marathon-like campaigns, and to endure 
and persevere through challenging obstacle, which leads me to my second 
principle:
2. Uphold a spirit of unity: There is a wise saying that says,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Like any marriage or relationship, if 
you ever find yourself in the midst of differences, arguments, or even anger, 
remember this:
*Give up your right to be right. 
*It’s not “you’re the problem”, but “you and me against this problem”. 
*Don’t fight each other, but fight for the GCF. 
*Stay unanimously focused on the common goal-"The Global Children 
Foundation strives to help eliminate child hunger and works for the well-being, 
education, and guidance of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3. Remember: Memory is eternal. I remember the times of feeling depressed, 
so sad, and hopeless. I remember the times of feeling so afraid that I couldn’t 
sleep at night. I remember counting dimes praying that I would have enough 
money for a slice pizza as a meal in college. I remember the pain and anguish 
of seeing those I love suffering. Remember your own personal stories of 
tragedy, trials, and tribulations-which, naturally, we’d all rather forget and 
are blessed with the ability to forget because we are no longer in those 
circumstances. But remember, “to whom much has been given, much will be 
required.” Remember them not in order to re-feel the pain or misery but to 
deepen and enlarge our compassion for those who are living through those 
same journeys, especially the children in need around the world. The deeper 
the suffering, the deeper the potential for compassion. The GCF will be the 
voice of hope that says, “Don’t give up. Don’t lose hope. You are not alone. I 
will help you.” It is a voice that echoes throughout the ages from a loving God, 
and we are merely the vessels of that compassion. Isn’t that what we longed 
to feel and hear in our own suffering? This is the only way so that the GCF 
will not grow cold, or worse, lukewarm. Use this memory to feed the fire of a 
burning heart to help suffering children. Pass on the stories of the memories 
to the next generation of GCF leaders and members. It is the only fuel that will 
make the flame of compassion glow from red to blue to white. Dream big and 
may the remembrance move you, compel you, and empower you.
GCF, it’s time. It’s time to enter into the next phase. It’s time for those of us 
who identify with the GCF’s DNA to make this organization a movement across 
cultures, across nationalities, and across generations.
Tonight, I bless the current leadership of the GCF and the emergence of the 
next generation of its leaders. I bless the GCF to grow stronger, strike deeper, 
and rise higher to go out and bring hope to suffering children in need around 
the world.
God bless you.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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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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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모금 만찬 and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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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동백장 수상_방숙자 명예이사장

11월 1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은 뉴욕 일원 한인
과 기관에 대한 전수식을 실시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설립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방숙자 

명예이사장의 동백장 수상식이 있었다.

 The New York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the award ceremony for the 
gratitude of the dedicated service of Sook-Ja Bang, the honorary chairperson of the Global 
Children's Foundation on November 1, 2018. This award is a Korean government national 

medal known as camellia medal.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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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사 및 지역아동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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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참가자

뉴저지 (2) 백귀현/ 송인숙

뉴욕 (5) 강원영/ 김에스터/ 김영숙/ 김조이스/ 전명혜

워싱턴DC (6) 금글라라/ 김숙자/ 김순희/ 손목자

이경애/ 이경자 

버지니아 (1) 조은옥

시카고 (5) 강순애/ 김경자/ 서제니/ 성숙영/ 이혜선

미시간 (3) 강학순/ 이서희/ 정영애

로스앤젤레스(12) 김   준/ 김귀희/ 김선숙/ 김용임

김혜경/ 연지연/ 오은영/ 이정순 

이정희/ 임정숙/ 전순애/ 조영숙 

라스베가스 (1) 전영신

지부 참가자

샌디에고 (4)

캐나다 (1)

일본 (9)

샌프란시스코 (8)

홍콩 (3)

인디애나 (1)

김정아/ 유승기/ 정현숙/ 한유미

김영화/ 송경자/ 안경옥/ 안현숙

정경애/ 조종애/ 최혜랑/ 한연우

김효분 

곽옥자/ 김영숙/ 김은숙/ 김정자/ 최영숙

서정희/ 천경옥/ 천현숙/ 하귀명 

김계영/ 이명희/ 임혜경

염귀옥

서울행사 위원장글과 참석자 명단 

위원장 글 

참석자 명단

위원장 최영숙   

2017년 10월 마지막 서울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생각지도 못한 저에게 서울행사 준

비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황 하였으나 GCF의 새로운 첫 행사로서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되어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보겠다고 받아

드렸습니다. 20년 동안 헌신적인 봉사 활동의 체계를 글로벌시대에 따라, 뜻 깊은 행사로 

이화여대 이배용 전총장님의 “ 미래여성 리더십과 역사의식” 그리고  김정택SBS 명예 

예술 단장님의 열정적인 연주와 강의로 참가회원과 현지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크레이션을 담당해 주신 김숙자 교수님의 “라인댄스”와 “12동물 프로그램”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아산봉곡사의 소나무 숲과 온천에서의 일일관광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

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4박5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본부 

여러분과 각지부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서울행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 불우아동돕기 참가자 수 총 61명 

10 월 12~15 일, 회원단합과 새꿈터 지역아동센터와 나누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

내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용 되어지도록 소정의 기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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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부 

뉴저지 지부 

글_김에스더회장   

글_육애쉴리회장   

"열방을 돌아보며 회원의 날과 바자를 통하여 불우아동돕기 후원사역을 갖게되어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공부방 및 장
애우와  아동센터 세곳을 선정하여  회원들의 따듯한 정성으로 모아진 후원금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Give Chance Inc.$2,000/ Happy Family$2,000/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s & Outcomes$2,000)

20차 총회를 잘 마칠 수 있었고 만두빚기, 나눔 바자회, 또한 지난 11월에는 김장바자로 많은 회원들의 활동과 열정으로 연말
연시에 지역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Family Touch$10,000/EnoB(Innovative Bridge$5,000/ Hackensack Hospital Children Cancer$2,500/ Milal Mission of 
NJ Thanksgiving Dinner Donation$2,500)



워싱턴 DC지부

버지니아 지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돕기를 위하여 골프대회와 한인 축제 바자회등으로 기금을 모금하였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America Wheat Mission$2,000/ Brainy Camp$3,000/ Baltimore Slum After School Center$2,600/ Faith Formation 
program Nurturing$1,000/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1,000)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돕는 우리 어머니들의 작은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불꽃을 피우고 그아이들이 바
르게 잘자라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사회를 좀더 좋은 세상으로 바꿀수 있기를 바랍니다.

(KADPA$1,000/2.20 Club$2,000/FCCGW$500/KCSC$900/ My Life Foundation education program for youth$500/
AMERICAN WHEAT MISSION$500) 

글_박영숙회장   

글_오재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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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지부

미시간 지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결식아동들을 돕기위해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느 해보다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
로 봉사하였고, 4월 회원의날 기금마련 Bake sale,일일 찻집,여성건강 세미나,골프대회 를 통해 기금 마련을 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가 봉사하며 따뜻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Inner city impact $1,000/Feed my starving children $500/Milal center $1,000/미혼모 아기 $1,500/

불우한 single mom 가정의 자녀들 $2,000/몽골교회 저소득층 어린이들 $1,000)

골프대회, 갈라디너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GCF를 홍보하고 기금을 모아 이동농민 자녀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후원도 하고, 
진료도 해주며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도 보냈다.

(Migrant Children Mission$2,000/ Park United @Highland park city$1,440)

글_서제니회장   

글_최은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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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 지부

오클라호마 지부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어린이돕기 골프대회를 하였다. 한국왕복 비행기 티켓이 걸린 추첨에는 많은 골퍼들의 함성이 있었다. 내
년도GCF의 활약성을 기대하는 뜻깊은  날 이기도 하고 어린이를 돕는 귀한 마음들이 함께 하여 더욱 감사하였다. 지난 11월, 중부

지역총회에서 조은재 전 인디애나 회장이 중부지역회장으로 선출되었다.
(Dayspring Center$500/Children Bureau$500/Prevent Child Abuse Indiana$1,000/The Julian Center$1,000)

6월 회합모임과 총회 준비 그리고 총회 후 입양아  아이들 여름 한국학교 식사, 쿠킹교실, 종이 접기, 한복 입히기, 한복입고 가족
사진 찍기 등 여러가지 행사를 2박 3일간 GCF엄마들이 점심 저녁을 해먹이면서 정말 엄마와 할머니의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 

학생들과 부모들까지  280여명이 함께 지내야 했기에 몸은 피곤하지만 모든 분들이 행복해 하는 면을 보니 우리도 행복하였다. 작
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활동을 하였고 저희지부에서는 계속하여 입양아들에게 작은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

글_이미경회장   

글_홍경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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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 지부

샌디에고 지부

김장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바자회와 불우아동돕기 음악회를 통해 수익금을 모금하여 불우한 엘에이근교의4곳의  국민학교에  학용품과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나누어 주었다. 올해 좋은곳 어려운 학교를 잘 찾아서 우리회원 모두 열심히 하여 보람 있는한 해였다.

많은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신다 한다.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내년 봉사도 재미있게 할 거 같다.
(Handicapped children Assoc and served the lunch$300/ Global charter school$1,235.08/ Hooper elementary
school$2,088.17/ Global education academy2 elementary school$2,670.91/ Donation to Three Square$1,000)

회원의날 걷기대회, 기금모금 음악회, 골프대회등을 통하여 지역어린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작은 마음을 
나누었다.

(Support for Love Church Korean School summer camp$500/ Hand in Hand$1,000/ Boys and Girls Club$1,000)

글_이정희회장   

글_김정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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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지부

라스베가스 지부

봄.가을 걷기대회와 음악회를 통하여 GCF를 홍보하고 지역어린들을 돕는 일에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었다.
(Three Square$1,000)

배두인 어린이들에게 옷을 전달하였고, 회장이취임식 그리고 골프대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GCF를 홍보하였으며 마련된 기금으로 
지역어린이들에게 작은 마음을 전하였다.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 (San Francisco)$3,000/ The Evelyn S. Cox Child Development Foster Family 
Agency$1,000/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 (San Jose)$3,000/ SF Boy’s & Girls$1,000)

글_차신재회장   

글_조종애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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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부

일본 지부

오렌지 카운티 지부

홍콩 지부에서는 지난 토요일 11월24일 자선갈라디너를 개최하였습니다. 150여명 참석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태권도 시범으로 시작
하여 피아노 연주, 미니 오페라 순서를 마치고 경매와 럭키드로가 있었습니다. 행사 모금은 본부외에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제공하는 의사 단체에 보낼예정입니다.
(Deutsch Cleft Kinderhilfe e.v. $25,000 /Medart $20,000)

김장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바자회와 불우아동돕기 음악회를 통해 수익금을 모금하여 불우한 엘에이근교의4곳의  국민학교에  학
용품과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나누어 주었다.

올해 좋은곳 어려운 학교를 잘 찾아서 우리회원 모두 열심히 하여 보람 있는한 해였다
많은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신다 한다.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내년 봉사도 재미있게 할 거 같다.

(Pohang earthquake disaster donation$5,000)

20주년 총회를 마치고 22번째 지부 발족이 오렌지카운티에서 있었다. OC 지부는 윤영재 지부회장, 최옥환 회계, 김도영 총무 등이 
임원으로 봉사를 시작하였다.

글_김가해회장   

글_최영숙회장   

글_윤영재회장   



SD 김정아   

홍콩 이경실     

LV 차신재     

IN 이미경  

DC 김보환  

2019년도 회장단 

동부지역 회장단

중부지역 회장단

서부지역 회장단

아시아지역 회장단

10대 염귀옥   

VA 이순성   NY 김에스더  
지역회장 백귀현   

NJ 육애슐리     

OK 홍경애CHIC 김유자     MI 이은경  
지역회장 조은재   

SF 조종애  OC 윤영재LA 이정희  
지역회장 유승기   

일본 하귀명  
지역회장 천경옥   

역대 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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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18년 마지막 끝자락에 인사를 드리며 새해 인사도 같이 드립니다 .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부족한 제가 2019~2020년 총

회장을 맡고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재단, 한마음 되어 아이들 도와 주는 재단, 봉사하면서 서로 칭찬과 격려 해주는 재단 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

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1998년 시작하여 20년동안 꾸준히 발전한 것은 명예 이사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들의 헌신 봉사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2019년에는 세계 더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먹을 것을 주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이기를  바

랍니다.

회원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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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Jan-18  2017 - News Letter Sent -out - Headquarter
Jan-18  2018 - 1st Sponsorship Fund Transfer - Headquarter
Jan-18  2017 - Donation Receipts Sent-out - Headquarter
Jan-18  20th Gala Commission Commenced - New Jersey
Jan-18  General Assembly in Western Coast & New President Inarguration - 
San Diego
Jan-18  Visit Special Care Center - Oklahoma
Jan-18  300 Clothing Donation for Bedouin Children - San Francisco
Feb-18   Korean Dumpling Fundraing for Gala - New Jersey
Feb-18   New President Inarguration - San Francisco
Feb-18   Fundraising Bazaar for Children - Los Angeles
Mar-18  Meeting for General Assembly - New Jersey
Mar-18  Membership's Day - Walking Tournament - Las Vegas
Mar-18  Milal Support Fund - Washington DC
Mar-18  Preparation Thank You Card in Headquater - Headquarter
Mar-18  $1000 Donation to Bazaar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 Virginia
Apr-18  Membership's Day - Fellowship & talent Show - Japan
Apr-18  Visit Special Care Home in Local Community - Oklahoma
Apr-18  Membership's Day - Distribute for Brochure Update & 
Promotional Video Production - Headquarter
Apr-18  Membership's Day -  One Day Café & Bake Sale - Chicago
Apr-18  Membership's Day - Bazzar - New Jersey
Apr-18  Membership's Day - Walking Tournament - San Diego
Apr-18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Event - Los Angeles
Apr-18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 San 
francisco
Apr-18  Pohang earthquake disaster donation - Japan
Apr-18  Membership's Day - Gala events - New York
Apr-18  Membership's Day - Fundraising Walk for Children - Michigan
Apr-18  Membership's Day - San francisco
Apr-18  Fundraising Golf Tournament - Washington DC
Apr-18  Membership's Day - Indiana
Apr-18  Members' day Event - Indiana
Apr-18  2019 - Support Application /Audit Report Preparation - Headquarter
May-18  Donation -  Inner City Impack Visit - Chicago
May-18 Membership's Day - Fundraising Flea Market  for Children - Hong 
Kong
May-18 Donation - School Supplies - Los Angeles
May-18 Fundrasing Golf Tournament - Virginia
May-18 Fundraising Charity Concert - Las Vegas
May-18 Financial Statement & Audit Report Complete - Headquarter
Jun-18 Board of Directors' Annual Meeting - Los Angeles
Jun-18 Fundraising Charity Concert - Los Angeles
Jun-18 Charity Concert for Needy Children - Los Angeles
Jun-18 Fundraising Golf Tournament - Michigan
Jun-18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 Chicago
Jun-18 Milal Support Fund Delivery - Chicago
Jul-18 Migrant Peasant Support Service(7/9-14) - Michigan
Jul-18 2018 - 2nd Sponsorship Fund Transfer - Headquarter
Jul-18 20th Korean Adoptee Summer Camp Cooking Classes in Tulsa - Okla-
homa

Jul-18 The Orange County Branch of the GCF was newly launched - Orange 
County
Aug-18 Feed My Starving Children Donation & nutrition meal packaging - 
Chicago
Aug-18 Brainy Camp Lunch Serve - Washington DC
Aug-18 Fundraising concerts for children in need - San Diego
Sep-18 Fundraising Food Sale at Korean Festival to Help Children - Washing-
ton DC
Sep-18 Maryland Korean Day_Bazaar Event - Washington DC
Sep-18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 San 
Diego
Sep-18 Global education academy elementary  school - Los Angeles
Sep-18 Bazaar event - New York
Sep-18 Dumpling Bazaar Event - Los Angeles
Oct-18 Fundraising Gala Dinner - Michigan
Oct-18 Donation to Baltimore Slum After School Center - Washington DC
Oct-18 Seoul Events & Children's visit - Headquarter
Oct-18 Fundraising Golf Tournament to Help Children - Indiana
Oct-18 Three Square Foundation-led Backpack for Kid Program Participation -  
Las Vegas
Oct-18 Walkathon - Rained out. Monthly Meeting and welcoming new mem-
bers - New Jersey
Nov-18 Milal Support Fund & Lunch Delivery - Washington DC
Nov-18 Milal Support Fund Delivery - Virginia
Nov-18 Visiting Give Chance-Joyful Learning Center for Low Income Fami-
lies - New Jersey
Nov-18 Global education academy2 elementary  school - Los Angeles
Nov-18 Hooper elementary school - Los Angeles
Nov-18 Kimchi Bazaar Event - New Jersey
Nov-18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H.K. Bazaar - Hong Kong
Nov-18 Walking Tournament - Las Vegas
Nov-18 Fundraising Gala Dinner - Hong Kong
Nov-18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San Jose) - San francisco
Dec-18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San Francisco) - San fran-
cisco
Dec-18 Mailed year end greeting letters - Headquarter
Dec-18 Mailed 2018 winter Newsletter - Headquarter

경과보고 

특별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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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ne Cho (NJ)

Ashley Yook (NJ)

Christine Y. Park (SF)

Holy Name Medical Center 

Foundation Inc (NJ)

Keigyoku Sen(JP)

Loconte Family Charitable 

Foundation (NJ)

Seung Kee Ryu (SD)

Susan Park (NJ)

Yumi Hahn (SD)



2017 Total - $264,316.63
2018 Total - $343,115.36
Jan-18  $10,000.00  Orphanage Business, Provide Meal for Local Children,
                                          Protection Program for Deficient Child, Education                                                       
                                          Program for Kindgarten - Malaysia (HQ) 
Jan-18  $10,000.00  Food Relief Service for 100 Children (2-14 Yr) 
                                          - Peru (HQ) 
Jan-18  $5,000.00  Refugee Ministry in Syria - Lebanon (HQ) 
Jan-18  $5,500.00  Pig Farming Business and Building Commuinity
                                          Kitchen of Village for Child Hunger - Nicaragua(HQ) 
Jan-18  $8,400.00  Ohpanage Business, Bread Factory, Bible Time for  
                                          Children and Youth - Haiti(HQ)
Jan-18  $9,600.00  Medical Ministry, Child Hunger,Traning for Local Pas 
                                          tors - Guatemala(HQ)
Jan-18  $9,500.00  Caring Ministry for Poor Children - Guatemala(HQ)
Jan-18  $6,250.00  Provide Cleft Lip and Palate Repair Surgeries - USA 
                                          (HQ)
Jan-18  $5,000.00  Supporting School and Food relief Service in AIDS        
                                          Towns - Uganda(HQ)
Jan-18  $5,000.00  Food Relief Service for Poor Children - Cambodia (HQ)
Jan-18  $3,500.00  Education and Food Relief Service for Children in  
                                          Dump Area - Guatemala(HQ)
Jan-18  $5,000.00  Teaching Aids for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Hearing Impairment Children, Food Relief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 Ecuador(HQ)
Jan-18  $10,000.00  Education and Food Relief Service for Children 
                                          - India(HQ)
Jan-18  $10,000.00  Education and Food Relief Service for Children 
                                          - Mexico(HQ)
Mar-18  $1,000.00  America Wheat Mission - USA(DC)
Mar-18  $1,000.00  Korean American Disabled People's Association 
                                          - USA(VA)
Apr-18  $5,000.00  Pohang earthquake disaster donation - South Korea,  
                                          Japan
Apr-18  $2,381.20  Wilton elementary school in Los Angeles - USA (LA)
Apr-18  $300.00             Handicapped children Assoc and served the lunch in  
                                          Whitter Park - USA(LA)
May-18  $5,000.00  Friends of Love study room program in South Korea 
                                          - South Korea(HQ)
May-18  $2,000.00  2.20Club(Fairfax Country Free Lunch) - USA(VA)
May-18  $500.00             Korean Family Counseling & Research Center (FC 
                                          CGW) - USA(VA)
May-18  $500.00             My Life Foundation education program for Youth 
                                          - USA(VA)
May-18  $900.00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 
                                          ington - USA(VA)
Jul-18  $10,000.00  Orphanage Business, Provide Meal for Local Children,
                                          Protection Program for Deficient Child, Education   
                                          Program for Kindgarten- Malaysia(HQ)
Jul-18  $10,000.00  Food Relief Service for 100 Children (2-14 Yr) 
                                          - Peru(HQ)
Jul-18  $5,000.00  Refugee Ministry in Syria - Lebanon(HQ)
Jul-18  $5,500.00  Pig Farming Business and Building Commuinity   
                                          Kitchen of Village for Child Hunger - Nicaragua(HQ)
Jul-18  $8,400.00  Ohpanage Business, Bread Factory, Bible Time for  
                                          Children and Youth - Haiti(HQ)
Jul-18  $9,600.00  Medical Ministry, Child Hunger, Traning for Local  
                                          Pastors - Guatemala(HQ)

Jul-18  $9,500.00  Caring Ministry for Poor Children - Guatemala(HQ)
Jul-18  $6,250.00  Provide Cleft Lip and Palate Repair Surgeries - USA 
                                         (HQ)
Jul-18  $5,000.00  Supporting School and Food relief Service in AIDS  
                                          Towns - Uganda(HQ)
Jul-18  $5,000.00  Food Relief Service for Poor Children Cambodia(HQ)
Jul-18  $3,500.00  Education and Food Relief Service for Children in  
                                          Dump Area - Guatemala(HQ)
Jul-18  $10,000.00  Education and Food Relief Service for Children 
                                          - India(HQ)
Jul-18  $10,000.00  Education and Food Relief Service for Children 
                                          - Mexico(HQ)
Jul-18  $500.00            Support for Love Church Korean School summer camp 
                                         - USA(SD)
Jul-18  $1,000.00  Migrant Children Mission - USA(MI)
Aug-18  $500.00             Feed My Starving Children - USA(CHIC)
Aug-18  $3,000.00  Brainy Camp - USA(DC)
Aug-18  $1,000.00  Migrant Children Mission - USA(MI)
Sep-18  $1,235.08  Global charter school - USA(LA)
Oct-18  $1,000.00  Three Square - USA(LV)
Oct-18  $10,000.00  Family Touch - USA(NJ)
Oct-18  $2,600.00  Baltimore Slum After School Center - USA(DC)
Oct-18  $10,000.00  Naunri Children center - South Korea(HQ)
Oct-18  $5,000.00  Newnest Children center - South Korea(HQ)
Nov-18  $1,000.00  America Wheat Mission - USA(DC)
Nov-18  $500.00             AMERICAN WHEAT MISSION(Virginia) - USA(VA)
Nov-18  $2,088.17  Hooper elementary school - USA(LA)
Nov-18  $2,670.91  Global education academy2 elementary  school 
                                          - USA(LA)
Nov-18  $5,000.00  Donation to EnoB(Innovative Bridge) - USA(NJ)
Nov-18  $2,500.00   Hackensack Hospital Children Cancer Toy Drive  
                                          Donation - USA(NJ)
Nov-18  $2,500.00  Milal Mission of NJ Thanksgiving Dinner Donation 
                                          - USA(NJ)
Nov-18  $1,500.00  House of prayer (Homeless Ministry) - USA(CHIC)
Nov-18  $3,000.00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San Fran 
                                          cisco) - USA(SF)
Dec-18   $2,000.00  Give Chance Inc. - USA(NY)
Dec-18  $1,000.00  Hand in Hand - USA(SD)
Dec-18   $1,000.00  The Evelyn S. Cox Child Development Foster Family  
                                          Agency - USA(SF)
Dec-18   $3,000.00  Bicycle Give to Underprivileged Children(San Jose) 
                                          - USA(SF)
Dec-18   $1,000.00  Boys and Girls Club - USA(SD)
Dec-18   $20,000.00  Medart - Hong Kong(HK)
Dec-18   $ 25,000.00  Deutsch Cleft Kinderhilfe e.v. - Hong Kong(HK)
Dec-18   $1,440.00  Park United @Highland park city - USA(MI)
Dec-18   $2,000.00  Support kidney dialysis home - USA(CHIC)
Dec-18   $2,000.00  Happy Family - USA(NY)
Dec-18   $1,000.00  SF Boy’s  & Girls( Jacket Give away) - USA(SF)
Dec-18   $2,000.00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s & Outcomes 
                                          - USA(NY)
Dec-18   $1,000.00  Mongol Church(Christmas Goody bag) - USA(CHIC)
Dec-18   $1,000.00  Milal center - USA(CHIC)
Dec-18   $1,000.00  Inner city impact - USA(CHIC)
Dec-18   $1,000.00  Mongol Church - USA(CHIC)
Dec-18   $1,000.00  Faith Formation program Nurturing - USA(DC)
Dec-18   $1,000.00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 

$4,189,370.56 (1998~12/31/2018)

명예이사장:  방숙자(NJ)

이사장:  정경애(CA)

부이사장:  송인숙 (NJ)/ 이상연(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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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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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옥(VA)/최금란(HK)/최평란(VA)/최혜랑(CA)

후원 이사: 강효숙(MD)/ 김융남(MD)/ 서민숙(IL)/이경애(MD) /임천빈(CA)/ 현원영(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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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어린이 재단 이사 명단

후원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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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이사장:  방숙자(NJ)

이사장:  정경애(CA)

부이사장:  송인숙 (NJ)/ 이상연(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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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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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옥(VA)/최금란(HK)/최평란(VA)/최혜랑(CA)

후원 이사: 강효숙(MD)/ 김융남(MD)/ 서민숙(IL)/이경애(MD) /임천빈(CA)/ 현원영(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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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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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Support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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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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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especially those in the country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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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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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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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hildren Foundation has raised and distributed more than 4.2 million dollars to 

needy children all over the world during the pas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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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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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Chad, China, Congo, East Timor,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aiti,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Jordan, Kenya, Korea, Kyrgyzstan, 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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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u, Rwanda, South Africa, Sri Lanka, Sudan, Tanzania, Turkey, Uganda, Ukraine, 

USA, Vietnam, Zambia.

It has also increased its membership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extended to 

overseas. The Foundation now represents an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women 

dedicated to the needs of less fortunate children in the world. 

 

Currently, the Foundation has a total of 22 branches in the world: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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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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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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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we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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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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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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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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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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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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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support of our 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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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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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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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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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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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현재까지 약 418만 달러를 모금하여 한국뿐 아니라 방글

라데시,캄보디아,캐나다,차드,중국,콩고,동티모르,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아이

티,홍콩,인도,인도네시아,일본,요르단,케냐,대한민국,키르기즈스탄,레바논,말라위,말레

이시아,모리타니아,멕시코,몽고,모잠비크,네팔,니카라과,북한,페루,르완다,남아프리카,

스리랑카,수단,탄자니아,터키,우간다,우크라이나,미국,베트남,잠비아 아동들을 도왔습

니다.

그 동안 회원 수가 6,000여명으로 육박하였고 전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 19개지부, 아시

아 지역에 일본, 한국 그리고 홍콩지부를 포함하여 총22개 지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로 일하고 있는 Global Children Foundation의 일반회비는 매월10달러, 연

120달러이고 평생회비는 1,000 달러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

겠습니다. 보내지는 회비는 전액 구제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다

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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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구제와 복지, 교육과 선도를 위해 노력해 왔고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

분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후원금은 결코 헛되게 사용되지 않

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직 지구촌 한 구석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끼니

와 함께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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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차 총회

일정 : 2019년 7월 12~14일

장소 : FLAMINGO HOTEL

3555 Las Vegas Boulevard South, Las Vegas, NV 89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