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0주년
30th Anniversary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1982-2012

한국선의복지재단 30년사를 발간하며...
2012년 저희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
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30년간의 선의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헌
신을 한눈에 살펴보고 새로운 선의의 100년을 위한 다짐을 담아 기
록에 의하여 영원히 남기고자 한국선의복지재단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지금까지 흐트러짐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심점이 되어 주신 이사장님과 회장님, 감사님과
이사님들을 비롯한 역대 임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국내외 여러 회원
님과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 100년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30년사의 출판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하
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창립30주년 기념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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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s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at 2012. As a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the 30-year history of
the foundation is being published to offer a look at the
love and commitment of its members over the past 30
years and to record the promises of the foundation for
the next 100 years. Without the passion of our Chairman,
President, Consultants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ove of our domestic and overseas members and supporters,
our foundation could not have continuously developed as
flawlessly as it did, and it won't have success in the next 100
years as well. I thank again all the people who have assisted
in the publication of the 30-year history of our foundation.
Let us pray for God to give them much blessings and g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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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Forward
선의(善意)
30년 동안 선의(善意)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
하여지리라”(표어 잠 11:24~25)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웃을 위해 돕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

Good Will

I

thank God for allowing me to have good will for
30 years.

One person gives freely, yet gains even more;
another withholds unduly, but comes to poverty. A
generous person will prosper; whoever refreshes
others will be refreshed" (Motto, Proverbs 11:24~25)

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의 힘은 미약하다고 망설이다가 묻어 버리는 일이 많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여주기

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많은 분의 선한 마음을 모아, 물질을 모아, 기도를 모아 소
외되고 그늘진 곳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사람을 세우고 새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
원하여 각박한 세상에서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일익을 감당하자는 소박한 꿈을 품

고 기독교계 여성 세분이 3년 동안 기도로 시작하여 스물 네분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회복지 법인 선의은행으로
인, 허를 득하고 20년 동안 국내외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2003년 되던 해에 선의복지재단으로 승격을 하여 이 10
년 동안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22명을 적기에 수술시켜 완쾌되어 정상적인 삶을 찾아 주었습니다. 대단히 귀한
일이요 한 생명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시켰다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기에 수술을 아니하면
수술도 불가하고 조기에 사망합니다. 심장병 어린이들을 살려주신 기업과 교회와 회원 모든 분들께 엎드려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데 기도로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큰 박
수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 단계를 거쳐야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설교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단계는 받는 단계요,
둘째 단계는 가지려는 단계요 셋째 단계는 주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생활이요 그 다음
은 자립하여 자기의 것을 만드는 생활이요 마지막으로 내 것을 남에게 나누는 생활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삶의
철학을 가진 자는 값진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누려는 자세는 언제나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사회를 윤택
하게 합니다. 많이 가져도 움켜쥐는 사람은 조급하고 초조해 보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면서도 나누면
서 사시는 분은 넉넉해 보이고 평안해 보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서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습니다.

Everyone has the heart to pursue one's own
happiness and help one's neighbors at the same time.
Many times, however, people are reluctant to help
others thinking about their weaknesses. Therefore,
3 female Christians prayed for 3 years to collect
many people's good wills and gather money in
order to shine light, encourage people, heal lives
save souls and establish welfare society. Finally, 24
board members got together and founded Sunny
Foundation, which did many things in the world for
20 years.
In 2003, it becam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and help 222 Children to have heart surgery and
have normal lives for the last 10 years. It was a very
precious thing. It was also God's miracle that all
surgeries were successful. When the timing is too late,
surgeries can fail and children can die. I thank all the
corporations, churches and members for saving those
children and expect more prayers and money to save
more lives. God will be pleased and will continue to
help us.

고로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고 했습니다. 주는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기술, 재능, 지식, 건강으로 봉사해 주는 것, 병든 곳에 외로운 곳에 마음을 주고, 계산하
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나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30주년을 계기로 이사장직
을 후배, 2세들에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본회가 앞으로 더욱 알차게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신 고문님, 눈물의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희생으로 봉사 하셨던 이사님들, 회원님들, 자원봉사
자님들, 국내외 애쓰신 해외, 국내지회의 회장과 임원,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도와 후
원을 당부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 사업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I heard that a human being goes through three
stages to become mature. First stage is to receive,
second stage is to have and third stage is to give. First
is to receive help from others, second is to become
independent and third is to share what I have with
others. It is precious to have the philosophy of how
to benefit others in neighbors and societies through
what I have. People with philosophy are happy.

Sharing always brings happiness, It refreshes
societies. People who cannot let go are restless. They
don't have any fruit. Those who share are prosperous
and peaceful. Their hearts are warm and many people
find rest under their shadow.
The Bible says giving is better than receiving (Acts
20:35).In addition to money, we can give love, heart,
skill, talent, knowledge, healthy and so forth. We can
give our heart unconditionally to the sick and lonely.
Giving of love lasts forever.
After 30 years, I leave the work to younger
generations so that the foundation can become better.
I sincerely thank the advisors who advised me,
directors who helped me with their prayers and
sacrifices, members, volunteers, domestic and overseas
president, directors and members. I ask for more
prayers and supports in the future and pray that God's
grace will be upon your families and businesses.
Thank you.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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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 Greetings

사랑은 나눔으로 커집니다.
아침 출근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엘리베이터 벽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타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운동 나가세요? 하며 말을 걸어드렸다. 노인은 방에만 있으면 약해지
고 자식들에게 짐만 된다면서 자꾸 나가서 걷고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고 말씀
하신다. 그러면서 노인에게 말을 걸어 주어 고맙다고 하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

한국선의복지재단
회장 문영기

리고 노인에게 앞서 가지 않고 뒤따라 가면서 출입문을 열어 드렸다. 출근길에 바
쁠텐데 정말 고맙다고 하신다. 내 속에 왠지 모를 푸근함과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었다.
짧은 시간에 할머님을 위해 내가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 내게는 큰 감사로 돌아

왔다. 이야기해 드리기, 앞서가지 않고 뒤 따라 가 드리기, 문 열어 드리기 등 이 짧은 순간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내가 해드린 것 보다 받은 것이 더 컸다. 내 마음속은 풍성함으로 채워졌다. 왠지 모를 큰
힘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남을 느꼈다.
아버지와 3살짜리 아들이 팔씨름을 하면 3살짜리 아들이 이긴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겨서 기쁘고 아버지는 아들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한다. 아버지가 져 주었지만 모두가 행복하다. 축구 시합을 보면서 서로 부딪혀
넘어진 선수들끼리 서로 손잡아 주면서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다. 이기기 위해 시합을 하지만 넘어졌을 때
서로 일으켜 주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내게는 돈 빼놓고는 다 있다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이 행복을 돈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렇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 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

Love Increases through Sharing

A

n old lady was holding on to an handle
inside an elevator in one early morning.
I said, "How are you? Are you going to do
morning exercise?" The old lady said that she tried to
move around and become healthy so that she would
not be a burden to her children. Then she thanked
ne for talking to her. When the door opened, I let her
walk out of the elevator before me. She then thanked
me again. I felt joy and warmth inside of me.
The simple kindness that I had offered to the old
lady returned to me as big thanksgiving.
There were many things that I did such as talking
to her, letting her go before me, opening the door
for her and so forth, but I received more than what I
did. My mind was filled with abundance. I felt power
flowing inside of me.
When a father and his 3 year-old son do armwrestling, the 3 year-old son wins. The son is happy
to win and the father is happy to see his son smile.
The father let his son win, and everyone is happy. In
a soccer game, it is pleasant to see players help each
other to stand up. They play to win, but they also
help each other to stand up.

고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손 잡아주기, 나누어 주기, 기도해 주기, 음식해 주기, 이야기해 주기, 병문안 가주기, 져 주기 등 내가 다른 사람들
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음식도 내가 혼자 먹으면 음식일 뿐이지만 나누면 사랑이 되는
것처럼 나눔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다. 내게 없는 것을 주려고 애쓰기 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
로 주는 것이 행복이다. 개개인이 실천하는 작은 사랑 나누기로 가정과 사회, 나아가서 지구촌의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것이다. 나눔은 빈곤의 문제 뿐 아니라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힘이 될 것이
다.
선의재단의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면 선의재단은 이사님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였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따라 수고하여
약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왔다. 이제까지 지나온 선의재단의 30년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발로 뛰어
이루어 온 것처럼 미래의 30년은 가진 것을 나누는 “주기 운동”을 실천해가는 선의가 될 것이다.

10

Someone said he had everything but money and
he was happy. He said he would never change his
happiness with money. Happiness is not trying to
have what I don't have but is thanking for what I
have. How much do I have? When I count what I
have, I realize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can
share with my neighbor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can share such as holding hands, giving, praying,
cooking, talking, visiting the sick, let others win and
so forth.

Happiness is not trying to give what I don't have but
giving what I have happily.
Through the sharing of love by individuals, families,
societies and the world will be happy. Sharing will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poverty, environmental
problems, social problems and so forth.
Looking back the last 30 years, through the services
of the directors and volunteer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let the love for others inside of people
flow out of them. According to the word that giving
is better than receiving, the foundation practiced the
love of helping the weak. A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orked hard for the last 30 years, it will
continue to give and share for another 30 years.

Moon Young-Kee
President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Food is just food when I have it alone, but it
becomes love when I share it with others. Sharing
becomes power that saves life.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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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선의복지재단 뉴욕지회의 한 사람으로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
여 30년 동안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
하면서 3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온 여주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회 임원들
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뉴욕지회 이사장 성기로

잠언 11장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 하여 지리라” 는 말씀 위에 삶의 전체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소외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30년 이라는 긴 세월을 한결 같이 살아온 여주기 이사장

님 이하 모든 회원님들께 심심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하여 미래의 고난과 생명의 위험을 불사하면서 까지 그 목적을 위하여 아버지 이
삭을 속이고 도주한 후에 오직 하나님 한분 위에 자기의 삶의 전체를 맡기고 고난과 역경의 20년을 인내하며 살아
온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녀인 Maryann과 Margaret은 1950년대 전쟁의 비극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알려진 한
국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간호 하는데 자기들의 삶
의 전체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1960년도에 소록도에 와서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같이 나병환자와 동거 하면서
저들을 간호 하였는데 돌보아야 할 나병환자가 거의 없어지자 가지고 온 낡은 가방 1개씩 들고 70세가 넘은 할머니
의 모습으로 본국에 돌아 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번져진 성령의 불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휩쓸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것처럼, 가난하던 한
국의 수도 서울의 한 모퉁이 달동네에서 출발했던 작은 선의 복지재단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국내로는 경남지회,
경주지회, 대구지회를 탄생시켰고 해외로는 뉴욕지회와 LA지회를 두어 본격적으로 선의 일을 확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베트남지회를 설립하여 어린이 심장병 수술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베트남에 병원 건축과 교
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랑의 손길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바라 보면서 빌립보서 1:6의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
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줄을 확신 하노라” 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부터 30년 전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
의 말씀에 전 인생을 걸고 역경을 이기며 살아온 섬김의 삶이 오늘의 한국선의복지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축
복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선의를 이루어 내신 여주기 이사장님, 문영기 회장님, 그리고 선의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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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A

s a person working at the New York Branch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 think
the Lord for blessing and leading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for 30 years and pray that
the grace of God will always be with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and all the board members
who has worked faithfully for 30 years.
I want to honor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and all the members who has always been faithful for
30 years for the sake of the unfortunate and isolated
in the world while dedicating their life to the word,
"One person gives freely, yet gains even more; another
withholds unduly, but comes to poverty. A generous
person will prosper; whoever refreshes others will be
refreshed."
In order to gain the blessing of the first born, Jacob
deceived his father and endured sufferings and
dangers later. He entirely trusted his life to God and
endured troubles and tribulations for 20 years.
As Austrian nuns, Maryann and Margaret heard the
news that many lepers were dying in Korea, which
was one of the most miserable nations at that time
after the Korean War in 1950s and they decided to
dedicate their lives to taking care of them with the
love of Christ. They came to Sorok Island and took
care of the lepers for 50 years. When there were very
few lepers left, as more than 70 year-old nuns, they
just return to Austria with only one luggage for each,
which they had used when coming to Korea.
Just as the fire of the Holy Spirit spread from
Jerusalem to Judea and Samaria and eventually
throughout the world,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that had started in a small poor neighbor
of Seoul now has Gyeongnam Branch, Gyeongju

Branch and Daegu Branch in Korea as well as New
York Branch and LA Branch in the United States
spreading good works. Recently, Vietnam Branch was
founded and is providing heart surgeries to children,
building hospitals and promoting educational projects.
Witnessing the good works being spread throughout
the world, I am reminded of the word,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Just as God says, the beginning was small 30
years ago. However, the life of service dedicated
to the word of God has made today's Sunny Korea
Foundation. I thank God for his blessings, and I honor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Moon Young-Kee,
President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and all
the member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ung Ki-Ro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New York Branch,
the USA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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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부소는 아홉 살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버려진 후 열일곱 살
에 핫도그 가게를 열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서른다섯 살에 20여 개의 업체를 거느
린 호주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에 도달하면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소는 늘 스스로에게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

1974년 겨울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호주 다윈에 구호활동을 갔다가 어려운 이웃
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극빈자를 돕는 이
에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호주의 대표적 국가 리더에게 주어지는
‘2008 올해의 호주 시니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부소는 "창조주가 주신 재능은 기
업가로서 돈을 버는 것이고, 이 능력을 가난한 사람에게 쓸 때 내 심장은 가장 크
게 뛰었다"고 말합니다.

호주의 부소처럼 한국선의복지재단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사명으로 30년을
달려왔습니다. 1982년 한국선의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회원들이 물품과 재능, 돈을 예탁하면 찾아 쓰는 것은 가난
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한 이러한 사역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던 척박하고 힘든
개척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12:24)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망원
동의 작은 학원 사무실에서 심은 밀알은 이제 국내의 여러 지회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센터, 어린이집으로 성장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 뉴욕법인과 LA지회를 세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노숙자와 청소년사역, 북한선교를 감당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1년 3명의 저개발국가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을 해 주기 시작한 것이 2012년 220명에 이르
렀습니다. 2005년에는 베트남 썩선에 선의적십자병원을 세웠습니다. 실로 놀라운 발전과 결과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잠언11:25)는 하나님
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눌수록 하나
님께서는 선의복지재단을 더욱 번성케 하셨습니다.
선의복지재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히13:16)고 하셨습니다. 신앙인이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말로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출20:6)고 약속하셨습
니다.
둘째,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잠16:9)이
십니다. 선한 뜻이라 해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의복지재
단은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이루어왔습니다. 지금도 화요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선의복지재단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 또한 기도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선의복지재단
이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선의복지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역을 통해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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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d Bussau was nine when his mother
orphaned him. At seventeen, he started
his own hotdog stand. Despite his poor
childhood, David Bussau became a well known
millionaire in Australia who owns 20 companies by
thirty five. Even though he succeeded in his business,
he felt empty because whenever he achieved a
goal, he still didn’t quite feel satisfied. It seemed that
there was always someone better than him. He kept
questioning himself about what was most important
in life.
He got an answer while volunteering for relief
activity in Darwin, Australia. Darwin was seriously
damaged in the winter of 1974. He felt a calling to
help people in need. After that, he devoted himself
to helping the destitute poor and became highly
respected by many people. He was awarded Senior
Australian of the Year 2008.
Bussau said that God gave him a talent to make
money as an entrepreneur and his heart started
pounding when he shares it with the poor.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has worked for 30 years
to serve the poor with neighbors like Bussau. The
Sunny Bank opened in 1982. When members donated
products, talents, and money, the poor used it to
support their families. It was hard time since not many
people understood this ministry.
Like the words Jesus spoke to us in John 12:24,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the tiny seed
that we planted in the small office of Mangwon-dong
grew into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health care
facilities for elders and toddlers.
Moreover, now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has
expanded its welfare work into New York and LA,
running a guest house, as well as homeless and youth
ministries.
Specially, The ministry which helps children with
heart disease has grown dramatically. It started
helping three children from third world countries. The
project helping children from third world countries
who suffer from heart diseases grew dramatically. The
number of children who got aid to have surgery was
three in 2001, however, the number has increased into

two hundred twenty
now. Furthermore,
The foundation built
a hospital in Soc Son,
Vietnam and named
it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t is
amazing achievement and result.
"A generous man will prosper; he who refreshes
others will himself be refreshed.(Proverbs 11:25)" This
bible verses turns out to be true in our life. Whenever
we share each other, God make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prosper.
All these blessings come from God since he pleases
with our works. "... do not forget to do good and
to share with others, for with such sacrifices God is
pleased.(Hebrews 13:16)". God reminds us to live as
Christians glorifying him. These days, many people
say that they are real Christians but never act like that.
God pleases people who take an action to love and
share his love. It is to glorify God with living sacrifice.
He already promised in the bible that he shows his
love to those who love him and follow him. (Exodus
20:06).
And the other reason for his blessings is because we
pray. In the bible, God is the one who determines the
path of a man even though,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own course (Proverb 16:09). The way of a man
sometimes turn into vein even it was from good will.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prays constantly. We
gather together every Tuesday to pray. I believe God
hears our prayers and works through u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has been here for
thirty years now. Every fruit we bear is for the glory
of God. All that we do is for his glory. I trust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to do that which God pleases with prayer.
Lastly, I hope many people who need help and love
could know about the Love of Jesus Christ through
this ministry. I will pray for it, too. God bless you.
Lee Jung-Ik
Senior Pastor
Shin Chon Holiness Church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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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복지재단의 30년을 돌아보며...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작고
연약한 세 여인이 본 교회가 멀고 수험생 아들의 새벽밥을 위해 여주기 이사장님

한국선의복지재단
조경옥 전(前)회장

주방 싱크대 앞에 담요를 깔고 앉아 식구들이 깰까 봐 조용히 숨죽인 소리로 찬
양하며 기도했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상상도 못했던 거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다락방에서 세 사람이 밤을 세우며 춤추며 찬양하고 무엇이 그리도 기도
의 제목이 많고 절절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외우고 즐거워 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
며 행복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리고 人生의 후배인 저는 믿음의 선배인 두 자매
(여옥기, 여주기) 권사님들과 함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
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함께 마음과 뜻
을 같이하며 우리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
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꺼란 벧전5:10 말씀을 암송하며 서로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나누며 새벽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복음에 실천을 생각
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며 선한 일을 예금 받고 대출하는
선의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여명의 믿음의 여인들이 마음을 합해 여주기 이사장님의 열정과 지혜와 추진
력으로 많은 사역이 확산되어 30여 년간 한결같은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
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일생에 여 권사님 두 분 자매와의 만남이 큰 기
쁨이요 믿음의 동역자(同役者)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날들이었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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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years of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Y

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Job 08:07).
I glorify God and his plan for us. Even I
did not notice it, the prayers of three women planted
tiny seeds of prayers, and these seeds grew as big
trees with enormous blessings. The words from Job
8:07 were that God promised hope to people who
gathered in the Kitchen of Ryo Joo-Ki chairman. For
the reason of taking care of children and that the
church was too far to go in the early morning, prayers
of these women have started to worship God, our
father.
In a tiny kitchen, the three women were happy
sharing God’s word and praising him. I was the
youngest one among three women. The other two
sisters (Ryo Joo-Ki, Ryo Ok-Ki) and I often recite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Ecclesiastes
4:12)" together. The word of 1 Peter 5:10 also comfort
us. It is said that God will restore us and make us
strong, firm, and steadfast. We have been praying
every morning sharing a brokenhearted mind, and
love for each other. Soon, we were thinking about
what things would make God happy.
The Sunny Bank is one of them. We established the
bank to practice the love of Jesus, and to please God.
The Sunny Bank has deposits and loans of "good
works".

Because of the efforts and passion of the chairman
Roy Joo-Ki,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has
grown into many other ministries with 20 faithful
women for 30 years. I thank God for his endless
love and guidance up to now. Knowing two sister
deaconesses is such a blessing and I thank God to
have met and worked with them. Thank you.

Cho Gyeong-Ok
Former President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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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아득하기만 한 흘러간 세월이 그리워 나도 모르게
고이는 눈물을 훔칩니다.

면 꿈만 같습니다.
특히 자국의 의료 기술과 의료진의 빈약 그리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죽어가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켜 주므로 생명을 살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장병 무료 수술사업

생각해 보면 아득하기만 한 흘러간 세월이 그리워 나도 모르게 고이는 눈물을 훔
칩니다.
나이 38세 올망졸망한 아이 셋을 키우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행복인줄 알
고 열심히 살았던 시절 선한 일을 예탁받아 가난하고 고통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 하숙란

는 일을 하는 여자들의 모임인 선의 은행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야!라고 쾌재를 부르며 어느날 그 모임엘 찾아갔고 50
대 중반의 어른들이신 지금의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환영을 받았던 기억이 아스

라히 떠오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 여인이 부엌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선의은행의 출발은 미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씨가 뿌려
졌습니다.
그 때만 해도 참 인심이 좋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사회가 열려 누구를 돕자는 안건이 상정되기만 하면 누구랄
것도 없이 주머니를 털어 작은 후원에서 때로는 큰 후원금까지 모아 즉각 행동으로 옮기던 열정도 대단했던 그 당시
의 모습들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 보실 김봉전 이사님,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애같이 순순한 김은례 쳐녀 전도사님, 음
식점을 차리고 이사들을 초청 멋진 솜씨를 자랑하시더니 얼마 되지 않아 우리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신 미국에서 오
신 미인이셨던 김 세레피아 이사님, 아나운서를 뺨치듯 창립행사를 할 때 마다 사회를 멋들어지게 하시던 사랑스런
엄혜정 이사님,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후덕하게 장내를 압도하시던 한금복이사님, 조용히 있는듯 없는듯 자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끼치시던 이양순 이사님, 선의 은행이 재단으로 승격하기 전 물심양면으로 선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귀하고 소중했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눈물을 멈출수가
없습니다.
하늘 나라로 가신 분들이 어느새 8분 이상이 되며 또 가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은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여러
이사님들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선의 은행이 법인이 되고 강산이 세번이나 변하는 동안 세상도 많이 변했고 사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 선의재단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여 주셨고 참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준
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명실공히 사회복지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탑을 쌓아 올려 놓으셨던 이사님들의 공로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지회를 창립한 지도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할 학생들을 찾아 진주 시내의 이학교 저학교를 뛰어
다니던 일하며 후원자 한 분 한 분에게 지로를 직접 써서 보내며 사랑을 호소하던 그시절의 열정이 지금 생각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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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의 재단의 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
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학비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 등으로 다음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2006년 발족된 Corn-Vision 아동 후원사업을 더욱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술도중 생명이 경각에 달해 기도하라는 문자를 받고 어디를 가던중 길 한켠에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던 그 시간
들... 그렇게해서 다시 살아난 호치민의 빈민가 탕의 집을 방문하고 나오면서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의 내일을 그냥 볼 수 없다고 함께 간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2006년 발족된 Corn-Vision 아동 후원사업은
앞으로 다음세대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갈 사업으로 국내 빈곤가정 아동의 학비지원, 생활비지원등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시
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신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자를 주님은 결코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천동 달동네, 비닐로 막아 놓았던 집들이 천지개벽이 되어 현대식 아파트들이 즐비한 신도시가 되어버린 오늘날,
모두 잘 살게 되고 요즘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생
각납니다.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이 끝날때 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말입니다.
태풍 볼라벤과 연이은 덴빈의 영향으로 지금 온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마와 바람이 할퀴고 간 상처들은
또 어느누구의 가슴에 휑한 바람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둘러보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울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 30년 너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나간 30년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이사님들처럼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결국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행복과 의미있는 삶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마름
이 선의를 실천하므로 해갈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선의재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의를 이끌어 오시느라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신 이사장님과 역대 회장
님들 이사님들 그리고 모든 선의 식구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선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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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s welled up in my eyes thinking
about how the time has passed so
quickly.

Ha Sook-Ran
Director,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

hen I heard the news about Sunny
Bank, I was a 36 year old mother of
three children. I remember the time as
a tough period, raising three children and managing
the family, but I was happy. The mission of Sunny
Bank, which shares their good will to help the poor,
impressed me. I thought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as a Christian.
One day, I visited a meeting at Sunny Bank and
was warmly welcomed by the chairmen who were
in their 1950s.
The beginning of Sunny Bank was feeble. Three
women prayed for it in a kitchen with the heart of
Jesus, but seeds were planted.
People were kinder then than they are now in my
memory. Whenever we had a meeting at Sunny
Bank, people had a passion to help others, and
would donate their money without hesitation. I miss
the time I spent working with them.
Director Kim Bong-Jeon, who is now in heaven,
and Eunrea Kim, the unmarried missionary who
has a pure heart, opened the restaurant and invited

20

directors to serve dishes. I remember Director
Serepia Kim, who was from America, as beautiful
women. She left us for heaven soon after. Deconess
Eom Hye-Jeong was such an announcer. She was a
lovely MC whenever the foundation had events. The
director Han Geum-Bok had great personal charisma
to lead audiences using his Jeolla-do accent.
Director Lee Yang-Soon was a quiet woman, seated
at every meeting. All the names here are the face of
Sunny Bank. They put their heart and materials into
making Sunny Welfare Foundation. Many memories
of them were brought back in rapid succession and
made me cry.
I would like once more to meet many directors
who can not participate these days because of
health conditions, since 8 people have already went
to heaven.
After Sunny Welfare Foundation was established,
rivers and mountains were changed three times so
to say. People also changed a lot. However, God
still remembers us and prepares a lot of big and
small missions. Now, Sunny Welfare Foundation is
well positioned as a welfare foundation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field. I cannot deny that all
of these fruits are from the grace of God and the
prayers of the directors.
It has been 13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Gyeongnam branch. It is like a dream when I
look back at myself visiting schools in Jinju to find
candidate students for scholarships. I was passionate

enough that I wrote a Giro one by one for sponsors
asking for love.
The core project is one that helps children with
heart disease from developing countries who were
dying without any treatments. It is life-saving project
and offers a chance to share the good news. The size
of the project is growing larger. I would like to see
this project extended with love and material support
from many people. It surely will save more lives.
Sunny Welfare Foundation extends its programs for
domestic children, providing scholarships and living
expenses to low-income families. Corn-Vision project
started in 2006. It is a social support project to give
hope to future generations.
I remember when I got a message about a child
whose life was hanging in the balance during a heart
operation. I pulled my car over to the shoulder and
prayed for him. His name is Tang. A mission team
and I visited Vietnam to meet Tang. His house was in
the inner city of Ho Chi Minh. We were shocked to
see his living conditions.
Corn-Vision Project was founded to support children
just like Tang. Corn-Vision Project will develop
programs to ease the pains of the next generation
with scholarships and living expenses for children of
the poor.
Good will is the most noble value of humanity.
When Jesus came to earth, his first mission was to
heal the sick, feed the poor, and take care of orphans
and widows.
He promised that he will not forget the names of
those who share a cup of water with the least of
these.

The shanty town Bongcheonbon-dong turned into
a new town lined with modern apartments. Someone
may say where they think the poor people are these
days. However, the book of Deuteronomy says that
the poor will always be near till the end.
The whole country suffers from the impact of
consecutive typhoons, Bolaven and Tembin. The
damage from both disastrous floods and a storm are
still hurting many hearts.
There are still people crying around us who need
our love and care desperately.
Thinking back over the thirty years of Sunny, I
still have so many stories to tell. We need to keep
ourselves motivated even though we’ve accomplished
many things. For the next 30 years, we should pray
for all the works.
I sincerely pray to meet good people of God like
the directors I met before. I still believe God works
through people even though generations change a
lot.
Philosopher Saint Thomas said every soul is thirsty
for a happy and meaningful life. I want you to
practice good will, so that you can appease that thirst.
May the grace of God be with you.
I truly congratulate the 30th anniversary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 pray that God will bless
the future of this foundation. I also hope that all the
directors and successive chairman enjoy a long and
healthy life.
Thank you and love you.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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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30주년 회고록
안녕하십니까?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문정인 관장입니다.
올해로 선의복지재단 30주년, 선의관악복지관 25주년을 맞게 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자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의복지재단이 태동할 때 여주기 이사장님과 조경옥 이사님, 여옥기 이사
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보았습니다. 관악구에 처음 복지관 터를 보러 다니실 때,
이사장인 친정 어머니께서 그 새벽에 전기밥솥을 눌러놓고, 여기저기 좁은 골목들
을 안 다닌 곳 없이 훑으시다가, 당시 가장 열악했던 이곳 봉천동에 터를 잡게 되었
습니다. 귀한 눈물과 땀으로 가꾸어진 이곳의 관장을 2001년 5월부터 맡으면서 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문정인 관장

청난 부담과 고민을 안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원장, 호텔 운영자, 학교 교장, 레스토랑 사장, 인테리어
디자이너, 오케스트라 지휘자, 강연가 등 무수히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반복되고

지루한 일을 지겨워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곳 복지관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이내믹한 사회복지사업을 하
도록 해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후원자들, 봉사자들, 법인 이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늘 열정으로 일할 수 있었고,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25주년을 맞게 됨을 하나님과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가을, 한 어르신께서 편지로 보내오신 글에 ‘글을 배우지 못해 까막눈이라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너무도 힘들
고 고달프게 세월을 사셨는데,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워 손주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산수도 배워 계산도 하고, 버스
번호도 놓치지 않고, 지하철 안내도도 읽으면서, 컴퓨터까지 배워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 주어 고맙다’는 눈물의 편
지를 주셔서, 저희들도 눈물로 읽었습니다.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MF가 끝나갈 무렵에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활
동을 위한 이/미용, 제빵기술 등 취업과 자활에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케어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복지관에서 선도적으로 설치 운영하였고, 지금은 노인특화사업 복지관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취미활동 등 노후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저소득 가정에게 통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사업’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간 선의복지관이 이 지역에서 수행한 많은 일들을 어여삐 보신 주민들이 벽산아파트 관리동 87평을 무
상으로 임대해 주어, ‘청소년 방과 후 교실’과 ‘지역 어르신 생활문화프로그램 공간’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강당,
독서실, 교육실 등이 생긴 청소년들은 마치 자기 방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며, 자기 방을 가꾸듯이 공간을 가꾸며 행
복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설립된 우리 복지관은 현재 관악구 성현동·은천동 인구 73,908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44명
을 대상으로 약 10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초창기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 하나님의 선한 의가 나타나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emories of Sunny 30 years Anniversary...

G

reetings!
This is Moon Jeong-In, the President of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can do now makes his life more abundant.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and I were so moved
we burst into tears.

I thank God for his grace to give us the 25th
anniversary of Sunny Gwanak Welfare Center, as well
as the 30th anniversary of Sunny Welfare Foundation.

The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provides services that today’s society needs. When our
country was going through IMF,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offered practical programs for
the low-income to learn practical skills like hair
design and baking to earn extra income.

The prayers of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Cho Gyeong-Ok, Director and Ryo Ok-Ki, Director
knocked on heaven's door. When they looked for
a place to build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I know they put forth tremendous effort to
look at every corner of the Gwanak area. Bongcheondong, where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was located, was the poorest of surroundings.
I took over the position of Chief Director in May,
2001. It was a lot of pressure for me to run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at first since I knew of
all the prayers, but here I am.
When I was young, I wanted to be so many different
things. For example, I wanted to be a kindergarten
teacher, a hotel executive, a principal, a restaurant
owner, an interior designer, an orchestra conductor,
and a public speaker.
I easily got bored with work that was repetitive
day after day. God knew it and let me work with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which
performs dynamic social projects and programs
which are essential to everyone. Thanks to the local
residents, donors, volunteers, and the directors of
the foundation's prayers and love, the officers and
I can always work with passion. We give glory and
thanks to God and everyone who loves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since it has improved,
developed, and has now reached its 25th anniversary.
It was during fall when I received a letter from an
senior citizen who said that he was illiterate and
trying to hide it. It was such a burden for him, but he
learned to read at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Now he can read a storybook to his grand
children, do arithmetic, and never miss a bus. In
addition, he can read a subway map. Now he has
learned how to use computer. Everything that he

In 2004,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built a nursing home to take care of local seniors. Now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specializes
in social work for older adults, helping them to enjoy
leisure and hobbies. A case management project
started in 2010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to lowincome families. In the same year,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also started a 'Building a Village'
project to make a happy community.
Recently, the residents of Byucksan Apartment let
us use their 87 pheong sized facility for teenagers’
after school programs and as a cultural living area
for elders. The students now can use the study room,
hall, and classroom in the after school program. They
seem as happy as if they had their own room.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was
established as the seventh welfare center in the nation.
Now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serves
the 73,908 residents of Seonghyeon-dong, Euncheondong in Gwanak-gu and 1,744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ith 100 programs.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will follow
the will of the Former Chief Directors and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show God's righteous will.
We will do our best so all local residents can enjoy a
happy life together.
I hope to get a lot of support and prayers from you.
Thank you.
November, 2012, late autumn with falling leaves,
Moon Jeong-In

2012년 11월 단풍잎이 무던히도 쏟아져 내리는 늦가을 어느 날 문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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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시 | Congratulatory Poem

Faithful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충실한 종

김소엽 시인

삼십년 전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받은 바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사랑과 봉사의 값진 보화를 쌓아온 지

몇 명이 기도하던 중

삼십년이 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칠

청장년으로 성장을 거듭해 온 당신은

‘선의 은행’이란 이름의

이제 더욱 활기차기 일 할 나이

하늘 곳간을 만들었네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들며

그 후 ‘한국선의복지재단’을 성축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곳 마다

하늘 곳간을 거기 두었으니

사랑의 등불 화안히 밝혀

하나님께 영광있으리로다

이 세상 어두움을 몰아 내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 널리 펼치리라

그 후부터 줄기차게 일해 온
하늘의 사역, 봉사 활동

이 세상 끝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생명을 구하기를 이백이십여명

사랑의 꽃씨를 퍼트려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온 세상 사랑의 꽃밭이 되게 하리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디든지 달려가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수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앞장서서 의술을 펼치며

소중한 도구가 되리라

물질적 도움에서 부터
영적 치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불살라
시간과 재능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 베풀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랴

24

H

ow can I repay the grace
that I received 30 years ago?
While praying together with others
a storeroom was built in Heaven
in the name of ‘Sunny Bank’
that will accumulate the good will of God.
Then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as
built as a sacred inspiration,
let it be the store room of Heaven
that will bring glory to God

A Ministry of Heaven,
A source of charitable work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lives of 220 children with heart disease
were saved by surgeries
While traveling domestically and overseas,
the members of the foundation work
for people in need
to be in the forefront of assistance,
curing many lives.
From material help
to spiritual help
by obeying God's word.
Sacrificing
with time, talent, sincerity, and with all their heart,
they give love to the disadvantaged,
as they would do to Jesus
Surely God smiles upon them.

You have just passed your youth and are now
mature,
Now you are the of age to work even more
energetically,
traveling the five seas and the six continents
in poor and underprivileged places,
with the bright light of love,
to drive out the darkness of this world
and to spread widely the love of God.

Until the end of time, they will obey God,
to the end of the lands of Judea and Samaria
the seeds of love will be spread,
so that all the world will be a garden of love.
Wholly to the glory of God,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hall be a valuable tool
to be use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Kim So-Yeop, Poet

While practicing love toward to your neighbors
valuable treasures of love and service have been
accumulated
over the last 30 years, even until today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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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Ⅱ 한국선의복지재단은...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s...
28

설립목적 | Purpose of Foundation

29

슬로건 | Slogan of Foundation

30

주요연혁 | Photo Summary

한국선의복지재단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들을 정말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혼자서
는 작지만 모이면 커지는 후원자님 한 분 한 분의 정성으로 기분 좋
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s helping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suffering from poverty and
disease to have a more healthy life. We are trying to build
a happy society for all by acting as a bridge, connecting
people who would like to help their neighbors and share
what they have to people in need. Even if each individual
sponsor is small, we can combine those sponsors into a
bigger force, with which we can build a happi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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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창립 7주년 기념행사(63빌딩) | Celebration of 7th Anniversary of Foundation(63 Building), 1988

설립목적 | Purpose of Foundation
한국선의복지재단 설립목적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보람된 역할, 즉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고귀한 선의의 씨앗이 마음 속에 심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석보다 더 귀한 선한 마음을 어떻게 살리고 키워야 할지 또 너무 작은 것이라고 망설이고 사양하고 나
혼자 한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묻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로건 | Slogan of Foundation
한국선의복지재단 슬로건
흩어 구제하게 되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의 선의, 즉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 건강, 지식, 기술, 물질
등 나 혼자서는 작지만 개인, 단체, 기업들의 선의를 예탁 받아 큰 힘이 되어 소외되고 그늘진 곳, 가난하고 병
든 곳 등 국내·외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선의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과 행함으로
써 전하고자 합니다.

The purpose of establishing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loga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haring assistance makes you richer
Saving too much will only get you poor
Those who love giving assistance to others will enjoy wealthy
Those who bring others prosperity will receive prosperous life

Everyone wants happiness and has the good will to do something noble and meaningful such as doing
something for one's neighbors
Many times, however, people don't know how to cultivate this good will and give up doing anything
for others.
Through the method that anybody can participate in, therefore, the foundation intends to collect the
good will of many people such as warm heart, health, knowledge, skill, money and so forth and receive
the good will from individuals, groups and corporations and use them to the sick and needy in the
world in order to witness Jesus through love, faith and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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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Photo Summary

1980

1982.12

1983.12

1984.10

1987.12

한국선의은행중앙회 발기
Institution of Sunny
Korea Central Bank

창립1주년 기념 자선 바지회
Charity Bazaar celebrating
1st Anniversary of
Foundation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
Approval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現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Opening of Sunny Bank Social
Welfare Center(Currently,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1990

1990. 08

1995. 04

선의은행부천종합                        
사회복지관 개관
Opening of Sunny Bank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경주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Gyeongju Branch

2005. 03

2003. 11

2002. 05

2001. 12

2000. 08

2000. 07

2000. 03

베트남 다낭시 선의태권도
체육관 준공
Completion of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Vietnam

한국선의복지재단으로           
법인 명칭 변경
Renamed to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미국뉴욕법인 설립
Establishment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New York Branch, USA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무료
수술사업 시작
Starting to the Project of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대구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Daegu
Branch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 개관
Opening of Korea Christian
Guest House

경남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Gyeongnam Branch

2005. 09

2005. 11

2007. 12

2008. 08

2008. 08

2009. 06

2009. 12

2011. 04

서울신학대학교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천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어린이집 기증
Donation of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Bucheon
Sosa Rehabilitation Center
and Bucheon Kindergarten

하노이 선의적십자병원
개관
Opening of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25주년
25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미국LA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LA Branch, USA

Sunny Korea Cup 다낭 전국
태권도 대회
Sunny Korea Cup
Taekwondo Championship,
Da Nang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협약
Agreement on Installment
of the Faculty of Korean
Language in University of Inner
Mongolia for the Nationalities,
Tongliao, China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100명 수술 기념 하트온 발간
Publishing of Heart-On for
celebrating heart surgeries for
100 inborn cardiac children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00명 수술
Heart surgeries for 200
inborn cardiac children

하노이 썩선선의적십자병원   
이동진료사업 시작
Starting to Mobile Clinic,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0주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5주년
3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25th Anniversary
of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2012. 12
30

2000

2011. 07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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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Ⅲ 한국선의복지재단 30년 파노라마
Panorama of 30 years of History

34

1982-1989 | 선의의 씨앗을 심다!
Sunny, The Time of Seed

66

1990-1999 | 선의의 싹을 틔우다!
Sunny, The Time of Sprouting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
라” 30주년을 맞는 한국선의복지재단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믿습
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 생각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선한 목적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선의의 씨앗을 퍼트리는 선의의 미래를
다짐합니다.

84

2000-2012 | 꽃피고 열매 맺은 선의!
Sunny, The Time of Enlightment

"My dear children, for whom I am again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I believe that this
is a valuable word from God for this foundation which is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We promise that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spread
good will through enduring "again the pains of childbirth"
for the purpose of good, instead lapsing into prideful
satisfaction upon thinking that the goal has been achieved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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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989
선의의 씨앗을 심다!
Sunny, The Time of Seed
36

선의은행의 탄생  
The Birth of Sunny Bank

40
44
46
48
50
52
1982

한국선의은행중앙회 발기
Institution of Sunny Korea Central Bank
마포구 망원동 소재 빛난음악학원 내 임시 사무실 개설
Temporary Office in Bitnan Music Institute, Mangwon-dong,
Mapo-gu

1983

1984

1987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이전
Moving Office to Dohwa-dong, Mapo-gu

보건사회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득함
Approval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봉천5동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창립
Foundation of Sunny Bank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 5(O)-dong

34

54
55
58
60
61
6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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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은행의 탄생 | The Birth of Sunny Bank
기도로 태어난 선의은행...
여주기 이사장님의 막내 아드님이 고3이라 새벽에 식사를 꼭 준비하셔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실 수가 없어서 지금
의 창립 멤버 세 분(여주기, 여옥기, 조경옥)이 새벽 기도회를 여주기 이사장
님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담요를 깔고 뜨겁게 기

선의은행은 국가나 교회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곳을 돕는데 주력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큰 사고 현장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엔 어디든 달려갔
습니다. 마침 이사님 중 한 분이 봉고차를 기증하셔서 부지런히 다녔답니다.
창립기념행사때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 미처 국가에서 하지 못
하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단상 밑에서 큰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를 하던 중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우
연히 일본에서 선의 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982년 12월
22일 마포구 성산동 여주기 이사장님 댁에서 선의은행이 발기되었습니다.

선의은행, 날개를 달다
80년대에는 현재처럼 체계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
하는 방식이 아닌 그때 그때 쌈짓돈을 털어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돈

선의를 예탁받는 선의은행
초기 선의은행 선의함 - 선의함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의 은행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모금함으로써 작은
선의를 모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자
하는 초기 선의은행의 설립의지가
담겨있다.
Initial Sunny Box in Sunny Bank –
Sunny Box is a donation box installed
in banks and public institutions in the
whole country and contains founding
will of initial will of Sonny Bank to
collect small goodwill and to deliver
where needs it.

선의은행은 선한 일을 예탁 받는 은행입니다. 돈이 아닌 선한 일을 예탁 받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은행입니다. 선한
일이란 돈과 물질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재능...뭐든지 예탁을 할 수 있습
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선의 은행을 알게 된 후 주변에 뜻이 맞는 21명이 모여 이
사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지금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모태인 선의은행이 태어나
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선의은행 관계자들은 한국의 선의 은행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
는 일이고, 하나님이 한국 선의은행의 편이 되어주니 자신들 보다 훨씬 발전
할 거라고 했답니다. 아마 현재 글로벌 NGO기관으로 성장한 한국선의복지
재단을 예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 선의은행
대전에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1호가 있었는데 1983년 조선호텔에서 바자회

을 모으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봉천동에 사
회복지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계약까지 했지만 자금이 없어서 중도금이
없었습니다. 여주기 이사장이 중도금 마련을 고민하던 차에 형부 되시는 분
이 중도금을 마련해 주셨고, 나머지 건립비용은 이사님들이 큰 돈을 보태셨
습니다.
복지관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나누자는 마음으로 이사님들은
함께 새벽마다 봉천동 부지에서 마대를 깔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추위 탓에
스티로폼과 비닐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빛난음악학원”(마포구 망원동) 內에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다가 1983년
12월 19일 이전한 초기 선의은행
사무실(마포구 도화동 신원빌딩)
Early Sunny Bank Office which was
moved to Sinwon Building, Dohwadong, Mapo-gu from temporary office
in “Bitnan Music Institute”, Mangwondong, Mapo-gu

그러한 많은 사랑과 기도로 복지관이 건립되었고, 복지사업은 탄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달동네라 불린 봉천동은 말할 수 없이 형
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방임된 아이들은 복지관에서 대학생 자
원봉사자들과 공부하고, 노인들은 물리치료를 받고, 밥을 굶은 이들은 식사
를 하고...
마치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과 같이 이사님들이 욕심 없이 내놓은 사랑
이 점점 더 커져 선의은행은 날개를 단 듯 성장했습니다.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고아원에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 선의은행이 자주 거론되었고 후원을 하고 싶다는

도 했는데 당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혀 없었고, 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선의은행”이 돈을 예탁하는 은행인 줄 알고 대출을 받

의은행이 최초였습니다.

고 싶다는 전화, 돈을 예탁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많이
왔답니다. 그 혜택은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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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th of Sunny Bank
Sunny Bank, born with prayers

Wings on Sunny Bank

At the time of founding, the son of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was in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 She had to prepare his meal in the early morning. Her church was too far away for the morning
prayer meeting. That was the why the three founding members (Ryo Joo-Ki, Ryo Ok-Ki, Cho Gyeong-Ok)
started their own morning prayer meeting in the house of Ryo Joo-Ki. They wer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s in front of the kitchen on a blanket. Suddenly, they wondered what they could do to please God.
By any chance, they knew what Sunny Bank is in Japan.

In 1980, there was no synthetical budget planing, and no management for income and expenses. The
founding members thought it would be more complicate if they decided to do the planing. Whenever
people in need asked for help, members made offerings to support them.
When members planned to build Bongcheon Welfare Center, but they did not have middle payment.

Depositing Good will, Sunny Bank
Sunny Bank is the bank where people can deposit good will, not just money. The role of Sunny Bank is
to distribute help deposited by many people to other people who need it. Good Will not only stands for
materials but also skills, talents, and knowledge etc. Since the founding member knew about Sunny Bank
in Japan, 21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is ministry gathered and organized the board of directors, and
it became the fertile ground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At that time, the officers of Japanese Sunny Bank said that Sunny Bank in Korea would prosper since
God was with them. I think they predicted the future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hich is a
global NGO now.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was concerned about the middle payment. The brother-in-law of
Ryo Joo-Ki prepared for intermediate payment, and the final payments were paid by the directors. When
the center was built, they prayed on the site of the center in Machen-dong. Because of the cold, they laid
down styrofoam and plastic bags.
With love and prayers, the center was built. The welfare work gathered momentum systematically. There
were so many poor families in the Bongcheon area at that time. The place was called a shantytown.
Neglected children studied with college volunteers and seniors were provided physical therapy. The
hungry were fed. It was like the miracle of the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thanks to the love of
the members, Sunny Bank rapidly grew. It was often broadcasted in media like TV and newspapers.
Many people called to support Sunny Bank. Sometimes people were confused by the name, thinking that
Sunny Bank was the same as other banks asking for deposits. They asked what kinds of benefits the bank
had. Whenever the directors got these questions, they often answered them by saying that they have the
benefits of God.

Sunny Bank chose the road not taken
There was the first orphanage which was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Daejeon. In 1983, Chosun
Hotel held a bazaar to donate profits to the orphanage. Sunny Bank also helped children of families
without parents. In those days, there were few organizations helping children. Sunny Bank started
an outreach for the teen heads of households for the first time. Sunny tried to find a place where the
government and the church could not reach. Sunny Bank visited places of big accidents and sites of
natural disasters. One of the director donated a van at just the right time. We could visit places that need
help.
At the one of the anniversary events,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icipated and bowed to
the audience, asking them to do the work the government could no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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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천양원 바자회 개최
Charity Bazaar of Cheonyang-won, Yuseong
대전의 사회복지법인 1호 고아원을 후원하기 위한 바자회로 당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
혀 없어서 선의은행이 최초가 되었고 창립기념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큰일을 해달
라며 단상 밑에서 큰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occurred, when a rummage sale was hel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n orphanage, which was the first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Daejeon, South
Korea, since there were no other organizations or groups helping children without parents. On the day on
which the founding was commemorated,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visited the orphanage and
made a deep bow to thank the foundation for beginning charitable work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not at that time able to do.

1983년 창립1주년 기념 바자회 테이프 커팅, 조선호텔
Tape Cutting Ceremony for 1st Anniversary, The Westin Chosun Hotel, 1983

바자회를 위해 후원 받은 물품
Donations for Charity Baz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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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천양원 바자회 개최 | Charity Bazaar of Cheonyang-won, Yuseong

이사진들의 모습 | Directors of the Board

개최사를 하는 여주기 이사장 |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pening Speech

42

테이프 커팅을 기다리는 후원자 | Sponsors who waited for tape cutting

기념 합창 | Celebrating C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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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후원물품 전달
Donation for supporting Flood Relief
선의은행 故김봉전 이사님께서 기증해 주신 봉고차를 이용하여 수해지역 및 교도소 등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지 날개를 달고 달려갔습니다.
We began to drive quickly to every place where help was needed, such as to flood-stricken areas and to
prisons, using a van donated by the late Kim Bong-Jeon, Director of Sunny Bank.

故김봉전 이사로부터 기증받은 12인승 봉고차 앞에서
In the front of small bus for 12 seats, donated from the late Kim Bong-Jeon, Director of Sunny Bank.

기증받은 봉고차를 이용하여 영등포 교도소, 부녀 보호시설, 아동시설등을 방문하여 물품 기증함.
Donation to things to Yeongdeungpo Prison, Facility for Women and Children and Children
Center by using donated small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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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장돕기
Charity for Orphaned Children
“따뜻한 부모의 손길을”이라는 구호로 벽돌회원(1장 1,000원)을 모집하여 국내 최초로 가장 역할을 하는 어린 소
년 소녀들에게 방 한 칸을 마련해주었고 장학금, 생활물품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방은 추후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또한 창립 3주년 기념식에는 소녀가장의 생활담을 듣고 마음을 나누었습
니다.
Brick members (1000 won per a brick) were recruited with the slogan: "The warm hands of parents" in
order,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o provide a room, scholarships, and daily necessities for children
without parents acting as the head of their family. On the 3rd anniversary of the founding, the children were
invited to give a talk and share about their lives and difficulties.

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소년소녀 가장의 소감발표
Thanks Speech from orphaned children who were supported by the Foundation
창립 3주년 기념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 초청장
Thanks Speech from orphaned
children who were supported
by the Foundation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보금자리를 위해 벽돌회원을 모집하여 그 후원금으로 성산동에 방4개짜리 집을 마련해줌.
여주기 회장(당시)이 직접 집 열쇠를 전달하는 모습
Invitation of brick Members for Housing for Orphaned Children. From donation, A 4-room house in
Seongsan-dong prepared. Ryo Joo-Ki(at that time), Chairman of the Board, gave the key

창립 3주년 기념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 (1985년 2월 3일, 63빌딩)
Thanks Speech from orphaned children who were supported by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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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방문
Visit to Child Care Center
삼육보육원, 강서재활원, 소망의 집, 은평 천사원, 서울 소년원 등의 보육시설 및 재활원 등을 방문하여 맛있는 음
식을 나누고 레크레이션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의류, 과일, 생필품 등 선물도 전달하였습니다.
Members of the foundations visited child care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such as the Samyuk Orphanage,
Gangseo Rehabilitation Facility, House of Hope, Eunpyeong Angels' Haven, Seoul Juvenile Reformatory,
etc. to share food and to spend recreation time together with the children. Gifts, clothes, fruit and living
necessities were also donated.

1985년 장애아동 보육시설에서 레크레이션 봉사를 하는 모습 | Recreation Volunteer in child c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children, 1985

1984년 보육원 방문

상록보육원(관악구 남현동)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

영일무역에서 책가방 후원

Visit to Child Card Center, 1984

Delivery to donation in Sangrok Child Card Facility
(Namhyeon-dong, Gwanak-gu)

Donation student’s bags to Yeong-Il Tra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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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위안회
Events for Respecting the Aged
혜명 양로원, 성락원, 정릉 안식관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외로운 어르신을 정성껏 섬기고 선의 회원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청년 회원들은 합창으로 지역 어르신께 경로 봉사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Members of the foundation also visited nursing homes, such as the Haemyeong, Seongrakwon, and
Jeongneung Ansikwan homes, to serve lonely seniors with homemade food, and the young adult members
of the Foundation sang for them.

1985년 경로위안회 기념사를 하는 여주기
회장(당시)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at
that time), spoke Events for Respecting
the Aged

경로위안회 음식준비를 하는 재단 이사님
들의 모습
Directors of the Board who prepares
food for Events for Respecting the Aged
마포구청 경로잔치 행사 시 합창하는 재단 청년회원의 모습
Youth member Chorus in Event for Respecting the Aged in Mapo-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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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결혼식 후원
Support for Free Wedding Ceremonies
결혼을 앞둔 저소득층 예비부부에게 미용, 드레스, 한복 등을 후원하고 선의회원은 결혼식에 축하객으로 참석하
고, 이사님들은 가족이 되어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The Foundation sponsored wedding preparations, wedding clothing, and Hanbok for low income couples.
Members of the Foundation attended their weddings as guests, and Board Members attended as family
members.

동양양재학원(원장 김연분 이사)에서 무료로 대여해준 드레스
Wedding dress in free-lending donation by Dongyang
Dressmaking Institute (Master: Kim Yeon-Boon, Director of
Foundation)

노랑나비패션(원장 김연분 이사)에서 기증한 신랑신부예복을 입고 케익 커팅을
하는 모습. 이사진들이 가족이 되어줌.
Cake cutting of the couple in wedding attire donated by Yellow Butterfly
Fashion. Directors of the Board became the family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에게 예식장과 드레스, 신부화장,   
주례 등 결혼비용일체를 지원하였다.
Supporting for the entire wedding
ceremony including wedding hall,
dress, bridal make-up and officiating
to the couple who could not have
wedding ceremony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권나경 머리방에서 신부헤어와 메이크업을 무료로 제공함.
Hairstyling and Bridal Make-up offered freely by Kwon
Na -Gyeong Hair S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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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방문
Visit to Juvenile Reformatory

장애우 시설 방문
Visit to Facilities for the Disabled

서울 소년원, 영등포 교도소, 소년 감별소 등을 방문하여 물품도 지원하고 소년원생들에게 선교 교화의 길로 인도
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는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를 방문하여 함께 찬송을 부르고 후원물
품을 전달하였습니다.

The members visited Seoul Juvenile Reformatory, Yeongdeongpo Prison and Juvenile Detention Centers,
delivering daily necessities in addition to doing mission work to guide the inmates to do right.

Members also visited the Eden House,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learn to be independent, to sing
with them and donate sponsored goods.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과 찬송을 부르는 모습
Singing a hymn with youths in juvenile reformatory

54

참회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에덴하우스(신월동)

Church Service for repentance

Eden House(Sinwol-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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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교육 및 친목행사 개최
Training and Events for Volunteers
선의 회원의 소양강화를 위해 매월 정기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후원 회원 간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야유회를 가
기도 하였습니다.
Monthly lectures for the members were being held. Sponsors and members went to a picnic together to
get-acquainted.

1989년 동구릉. 후원회원들과 함께한 후원의 날 행사
Event for the Day of Donation with Supporters in Donggureung,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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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강연회
Regular Lectures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Training and Events for Volunteers

정기강연회는 후원회원을 위한 교양강좌로써 변호사, 대학 교수, 목사, 의사 등의 강연을 듣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
리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과 연결하기도 하였
습니다.

The members visited Seoul reformatory, Yeongdeong prison, and juvenile detention centers, delivering daily
necessities in addition to doing mission work to guide the inmates to do right.

Members also visited the Eden House,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learn to be independent, to sing
with them and donate sponsored goods.

88년 4월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모습.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에 연결하였다.
Education and Meeting for Volunteers in
April, 1988. The event offered information for
volunteers and linked them to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who needed helps.

월1회 정기강연회를 개최하여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간의 교류와 사회 저명인사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Monthly regular meeting for interchanges between supporters and volunteers with lecture by social celeb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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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개관
Opening of
Social Welfare Center
1987년 서울 관악구 봉천5동(現남현동)에 종합사회복
지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지역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
지, 노인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
민에게 무료 예식장, 교육, 회의장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was
established in 1987 in Bongcheon 5-dong (previously
called Namhyeon-dong), Gwanak-gu, Seoul,
South Korea, providing community welfare, youth
welfare, child welfar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Accommodations, such as free wedding halls, training
rooms, and conference rooms were provided for the
local residents as well.

1987년 선의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맨 오른쪽 염보현 서울시장)
Opening of S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Farthest Right, Yeom Bo-Hyeon, former Mayer of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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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행사 개최
Event of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1983년 창립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바자회와 후원의 밤을 통해 고아원과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였습니다. 기념식
이상의 행사로써 선의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Beginning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in 1983, rummage sales and sponsor nights have
been held to support orphanages and children who live alone without parents. It was more than just an
anniversary celebration, but rather a chance for the attendees to spread charity.

1990년 선의은행 창립7주년 기념식. 63빌딩
Celebration of 7th Anniversary of Sunny Bank, 63 Building, 1990

1989년 선의은행 창립4주년 기념식. 63빌딩
Celebration of 4th Anniversary of Sunny Bank, 63 Building, 1989

1985년 선의은행 창립3주년 기념 소년소녀가장돕기 바자회.               
웨스틴 조선호텔
Charity Bazaar for Orphaned Children celebrating 3rd Anniversary of
Sunny Bank, The Westin Chosun Hot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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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9
선의의 싹을 틔우다!
Sunny, The Time of Sprouting
68

전국으로 뻗어 나간 선의은행
Sunny Bank Spreads Over Whole Nation

70

부천종합사회복지관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74
1990

선의은행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Opening of Sunny Bank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1992

1993

64

Education for Volunteers and Supporters    

76
78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공로 표창(신안군청)
Commendations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for Marginalized
People (Sinan-gun Office)

80

선의은행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인가
Approval of Sunny Korea Kindergarten affiliated with Sunny
Bank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81

봉천5동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창립
Establishment of Sunny Bank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 5-dong

1995

경주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Gyeongju Branch

1999

소사복지회관 위탁운영,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승격
Management of Sosa Social Welfare Center, Promotion of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to ‘A’(Ga) Class.

자선음악회
Charity Concert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공로 표창(무안군청, 목포시청)
Commendations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for Marginalized
People (Muan-gun Office, Mokpo City Hall)

1994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교육

경주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Gyeongju Branch

선의연수원 개원
Opening of Sunny Korea Training Institute

창립기념행사 개최
Event of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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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뻗어나간 선의은행
80년대 봉천동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발한 사업으로 지방
에 지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기도 하고 더러는 경주지회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랑스
러운 모습으로 의젓하게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995년 경주에 선의재단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아이들에게는 후원자

몇 분들이 모여 한국선의복지재단 경주지회가 창립되었습

를 연결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니다. 경주는 곳곳에 신라시대의 유적들이 남아있고 수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고 인사드린다고 찾아오기도 했었

학여행 장소로 유명한 도시라서 외견상으로는 뭔가 풍요

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 중에는 실제로 부모 두 분

롭고 화려해 보였지만, 90년대 중반 경주시 외곽으로 조금

이 다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지만, 생사가 불확실한 행방불

만 나가보면 어려운 농촌 지역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부

명 상태인 경우도 있었고, 이혼, 가출 등으로 실제로 부모

모가 없는 아이들, 즉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은 더 힘든 환

역할은 해주지 못하지만 가끔 아이들에게는 연락이 오는

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경주지회는 우선 소년소녀 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아이들이 때로는 정서적

장 돕기 사업을 시작했고, 곧 이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방

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과 후 교실, 컴퓨터 교실, 색종이 접기 교실 등 취미 교실

나라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합창단을 조직 소년소녀 가장

그래서 경주지회는 학교 선생님들과 아동의 조부모 등 친

아이들의 정서 교육 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 지역의 청소년

인척, 그리고 주변 이웃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도움이 필

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요한 아이들을 후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업은 이사와 대상 아동(혹은

평소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혀 아이들을 돌보지

청소년)을 일대일로 결연하여 한달에 한번 이상 직접 가

않으면서, 가끔씩 만취 상태로 집에 와서 아이들을 때리는

정 방문을 통해 상담과 후원금 전달, 생활환경 개선 등을

아빠 때문에 늘 아빠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했던 아이들.

통해 사랑을 전달하였으며, 일부 이사들은 일주일에 한

몸과 정신이 성치 못한 엄마이지만 자신이 엄마를 책임

번 씩 결연 아동을 집으로 초대하여 가정의 사랑을 느끼

지고 보살펴야한다며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방학 때는 후원대상 아동들을 위

을 주는 학교를 선택했던 아이.

한 캠프도 마련하여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주었고, 어린이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도 밝은 웃음이 예뻤던 아이.

날과 크리스마스, 명절 때에는 아동들을 경주지회 사무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가 계셔서 행복하다

로 초청하여 이사들이 직접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식사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이사들과 아동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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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uccessful work of the 1980s in the
social welfare center in Bongcheon-dong, Sunny Bank
could establish new branches in the provinces. The
first branch was built in Gyeongju in 1995. Gyeongju
is the city that is well known for the remains of
ancient Silla. Many schools selected it as the place for
field trips. The city looked abundant and impressive,
but the outer city of Gyeongju consisted of poor
rural areas. Moreover, children who do not have
parents faced many more difficulties That was why
the Gyeongju branch started projects for them first,
and then, provided after school programs, computer
classes, and the class of folding paper. In addition
to it, the Gyeongju branch organized choirs for
teenagers to cultivate the aesthetic sentiments of child
breadwinners. Later, it expanded for all teens in the
Gyeonju area.
Specially, the Gyeongju branch helped children or
teenagers who have no parents to have a 1:1 sponsor.
Their partnership program included a home visit once
a month, counseling, donations, and improvements to
living environments. Some members invited sponsored
children to their house once a week to feel the love
of their family. The Gyeongju branch offered a camp
for sponsored children during vacations to give
precious memories. Every children's day, Christmas,
and holidays, members prepared special meals and
programs for having good times and sharing the love
of family.

children. Many of the child head of households are
not orphans, but are in a situation where their parents
do not take care of them. There were cases that
parents were missing, divorced, or left home so they
did not take c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as parents.
In this case, even though children need emotional
and economical support they never get aid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legal issues. That is why the
Gyeongju branch tried to search for children through
their relatives, schoolteachers, and neighborhoods to
support them.
I remember the children who were in fear of their
drunken father who hit them and never took care of
them. A child, even though he had good grades, who
used the scholarship offered by his school to look after
his mom who was not healthy in mind and body. The
other children who had beautiful smiles even living in
their uncles’ house.
I also remember a child whose parents had died but
said he was happy with his grandmother. There were
twin sisters who entered the university in the social
work department.
Time has passed and we do not get in touch often,
but I believe they live sharing love that they received
from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Gyeongju
branch.

My loving children!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도 쌍둥이 자매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학과에
나란히 입학했노라 인사 왔던 쌍둥이.

보고 싶은 아이들!

Sunny Bank Spreads Over Whole Nation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지만 우리 선의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재단 경주지회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아이들은 대학을 가서 연락이

도 어느 곳에선가 그 사랑을 나누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I wonder how they are, where they live, and what
they’re doing now.
Sometimes students whom I met when they were in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call or visit the Gyeongju
branch office to say thank you. Also we help students
who are worried about university tuition find sponsors.
Some kids were married and visited with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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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사회복지관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1989년 부천시 남구 소사2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부천 시민들의 욕구에 따른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지역복지 증진과 수도권 위성도시의 문제들을 예방·치료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
서 15년간 운영해오다 서울신학대학교에 위임하여 사회사업학과 교수와 학생에게 실질적 실습현장을 제공하게 되
었고 현재까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지역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n 1989, a social welfare center with professional social welfare programs was established in a building (3F
and B1) in Sosa 2-dong, Nam-gu, Bucheon-si, Korea to promote local welfare and to prevent and address the
problems of the metropolitan satellite city.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operated the center for 15
years before it was transferred to th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o provide a substantial hands-on training
center for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ork. Today, it serves the local welfare
as a Social Welfare Center.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 기념사를 하는 여주기 이사장
Ryo Joo-Ki, Chairman of the Board, Speech for the Completion Ceremony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Completion Ceremony of Construction of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Front View of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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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사회복지관 |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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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교육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청소년 학습지원, 지역사회 노인섬김, 청소년 독서실, 아동 수업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
회, 후원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Training and education conferences for the volunteers and sponsors for Youth Learning Support, serving
community seniors, a youth reading room, and classes for children.

1991년 6월 후원의 날 세미나에 참석한 후원자 분들

기증식 사진 추가

Supporters who joined the seminar of the Day of
Support in June 1991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식 및 기증식 -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15년간 운영해오다 2005년
서울신학대학교에 기증함.
Ceremony for the 15th Anniversary of Opening and Donation of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 After
15 years’ management Center, it was donated to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 2005.

후원의날 세미나
Seminar of the Day of Support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식에 함께한 이사님들
unfortunate neighbors unfortunate neighborsunfortunate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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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음악회
Charity Concert
장애아동 교육시설(천사 특수교육원)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Charity concerts were held to support education facilities (The Ange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1994년 11월 5일 장애어린이 교육시설(천사특수교육원)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개최. 충무성결교회
Charity Music Concert for Education Facility for the Disabled Children(Angel Special Education Institute) in
Chungmu Evangelical Holiness Church in November 5, 1994

자선음악회에 참석한 합창단
Chorus in the Charity Concert
경주사회복지관 개관1주년 기념공연 포스터
Chorus in the Charity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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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Gyeongju Branch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295번지 • 연락처 : Tel_054-773-8212, Fax_054-773-8213
• 설립년도 : 1995년 1월
경주에서 한국선의은행중앙회(現 한국선의복지재단)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진
정밀화학(주)의 후원으로 사무실과 복지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봉사를 베풀고
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모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회봉사의 가교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의 종
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이행하며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 계층에게도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프

Gyeongju Branch
• Address: 1295, Yonggang-dong,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 Phone: 054-773-8212, Fax: 054-773-8213
• Year of Foundation: January of 1995
The Gyeongju Branch of the foundation was established by people who supported the Sunny Korea Central
Bank(currently called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Daejin Chemical Co., Ltd. sponsored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and the welfare center. The Gyeongju branch has served to help neighbors in need, to give love and
charity, and act as a bridge, connect sponsors and people who need help. In addition, it provides general welfare
services including a variety of programs for both local low income families as well middle income families who
enjoy the excellent benefits.

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 Organization

1. 조직구성
○ 후원회 회장: 문영기
○ 회장: 박명신
○ 부회장: 박미숙
○ 이사: 김남진, 김말순, 김명선, 김신애, 김연숙, 박영미,
박영희, 박옥자, 손경옥, 선정경, 송승희, 용정진,
윤정예, 이태옥, 이한월, 임경임, 정분이, 정영희,
정학이, 정혜영, 지영옥, 최기화, 최상임, 최영희,
최진희
경주지회 창립 1주년 기념 가수<해바라기>초청 콘서트 후에 기념촬영
Commemorative Photograph after the Concert inviting to <Sunflower>, 1st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Gyeongju Branch

2. 사업안내

2. Work Description

○ 재가복지사업 : 소년소녀가정 학습지도, 독거노인 지원
○ 아동복지사업 : 빈곤가정아동 무료공부방 운영, 소년소녀
가정 후원
○ 지역복지사업 : 장애인가정, 독거노인가정, 저소득가정 등
		

• President of the Support Foundation: Moon Young-Ki
• President: Park Myung-Sin
• Vice President: Park Mi-Sook
• Directors: Kim Nam-Jin, Kim Mal-Soon,
Kim Myung-Sun, Kim Sin-Ae, Kim Yun-Sook,
Park Young-Mi, Park Young-Hee, Park Ok-Ja,
Son Kyung-Ok, Sun Jung-Kyung, Song Seong-Hee,
Yong Jung-Jin, Yoon Jung-Yea, Lee Tae-Ok,
Lee Han-Wal, Eim Kyung-Eim, Jung Bun-E,
Jung Young-Hee, Jung Hak-E, Jung Hae-Young,
Gi Young-Ok, Choi Ki-Hwa, Choi Sang-Eim,
Choi Young-Hee, Choi Jin-Hee

후원

• Family Welfare Work: Study guide for youth
household heads, support for single elderly people
• Children Welfare Work: Free studying room for the
children from poor families, support for families with
youth household heads
• Local Welfare Work: Support for families with the
handicapped, single elderly people, low income and
so forth

1995년 경주지회 사회복지관 개관식
Opening Ceremony of Social Welfare Center for Gyeongju Branch 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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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연수원 개원
Open the Sunny Training Center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485-1
• 연락처 : T 043-744-8438
• 설립년도 ; 1995년 8월
• 설립취지 : 선의연수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
서 여유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무공해 청정 산골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 Address: 485-1, Sanmak-ri, Yanggang-myeon,
Yeongdong-gun , Chungcheongbuk-do, Korea
• Phone: 043-744-8438
• Year of Foundation: August of 1995
• Purpose: Sunny Training Center intend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regain peace and energy in a quiet
and peaceful environment and is located in a clean
countryside.

1. 시설현황

창립기념행사
Event of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경주지회 창립 등 1990년대에는 선의가 전국으로 성장해나가며 더욱 많은 분들이 뜻
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The Foundation started to grow into a nationwide organization with the opening of the Bucheon Social
Welfare Foundation and Gyeongju Branch in the 1990s. More and more supporters have joined since then.

재단 창립 8주년 및 복지관 창립 3주년 기념식
Celebration of 8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and 3rd
Anniversary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 편의시설 : 대강당, 소강당, 별관공동숙소, 식당
○ 사택 4동 : 가족단위휴양, 소그룹연수, 개인기도, 모고하연
구, 설교준비실, 샤워실
○ 난방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5기
○ 설치 지하수개발 : 지하120m광청수, 채수 100t급 암반수
판정
선의연수원 현판식
Plate-hanging Ceremony of Sunny Korea Training
Institute

1. Facility State
• Convenient Facility: Large auditorium, small auditorium,
lodging complex, restaurant
• 4 Houses: Rest for families, small group training,
private prayer, studying, shower room
• Heating: 5 night electricity boilers
• Underground Water: 120m underground water, 100t
rock water

재단 창립 10주년 및 복지관 창립 5주년 기념식
Celebration of 1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and 5th
Anniversary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1993.05.10 선의연수원 개원
Opening at Sunny Korea Training Institute in May 10,
1993

선의연수원 식당
Sunny Korea Training Institute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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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행사 | Event of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63빌딩에서 개최한 재단 11주년 창립기념식 | Celebration of 11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n 63 Building

재단 13주년 창립기념식 | Celebration of 11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가수 조영남과 테너 조영수의 축하공연

63빌딩에서 개최한 재단 11주년 창립기념식

63빌딩에서 개최한 재단 11주년 창립기념식 식순지

Special Concert by Singer, Cho Young-Nam and Tenor, Cho Young-Su

Celebration of 11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n 63 Building

The programme for the Celebration of 11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n 63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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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
꽃피고 열매 맺은 선의!
Sunny, The Time of Enlightenmen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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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경남지회 창립, 대구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Gyeongnam Branch, Daegu Branch

2002

선의은행 미국뉴욕법인 설립
Establishment of Sunny Bank, New York Branch, US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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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시 선의태권도 체육관 기공
Construction of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Vietnam

2005

베트남 하노이 썩선선의적십자 병원 준공
Completion of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2008

미국 LA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LA Branch,
USA

2011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00명 수술 달성
Accomplishment of Heart Surgeries of 200 Inborn Cardiac
Children Abroad

2012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0주년
3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102
108
110
111
112
122
124

글로벌 NGO 한국선의복지재단
Global NGO,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경남지회 창립 | Establishment of Gyeongnam Branch
대구지회 창립 | Establishment of Daegu Branch
LA지회 창립 | Establishment of LA Branch, USA
미국 뉴욕법인 창립 | Establishment of New York Branch, USA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사업 개시
Starting to the Project of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HEART ON 책자 발간 (심장병어린이 초청 무료수술 100회 기념)
Publishing of Heart-On for celebrating free surgeries for
100 inborn cardiac children

코리아 크리스찬 게스트 하우스 개관
Opening of Korea Christian Guest House

베트남 다낭시 선의태권도 체육관 준공
Completion of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Vietnam

썩선 선의적십자병원 개원
Opening of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콘비전(Corn-Vision) 아동후원사업  발기
Institution of Corn-Vision Children Supporting Business
써니코리아컵 태권도 대회 개최
Opening of the Sunny Korea Cup Taekwondo Championship

내몽고 민족대학교 한국어반 개설
Installment of the Faculty of Korean Language in University of
Inner Mongolia for the Nationalities, China

창립기념행사 | Event of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축사 -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Congratulatory Message by Yu Jung-Geun, Chairman, Korean Red
Cross

격려사 -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총장
Special Message by Yu Suk-Sung, Presiden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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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NGO 한국선의복지재단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한 선의재단의 세계화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 내몽고 한국어 전파

새천년의 시작이라고 온 지구촌이 떠들썩하던 2000년도에
우리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날
개를 펴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의재
단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상남도 진주
에 경남 지회가 생기고, 경상북도 대구에는 대구 지회가 생기
고, 서울 용산에는 코리아 크리스찬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
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크리스찬 게스트하우스는 십여 년 동
안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의 쉼, 회복,
교제, 비전의 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우크라이나 키에프시에 우크라이나
신학교 건축을 지원했고, 같은 해 중국 내몽고자치구 통랴오
시에 있는 내몽고 민족대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여 지금까
지 매학기 200-3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재단에서 파송한 한국
어 교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반
수업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반 특강, 강원대학교 박의범 교수님
의 특강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선의재단의 소
개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강원대학교와 내몽고 민족대학교 간
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체결되어 중국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통랴오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해외로 뻗어나간 선의의 날갯짓은 2001년 베트남 선천성 심
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에 SUNNY KOREA라는 NGO 법인 등록을 하
게 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사업은
2012년 현재까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
스 등 저개발국가의 빈곤층 어린이 환자 220여명에게 새 생명
을 선물해주었습니다.

베트남 태권도 체육관과 적십자 병원 건립
해외 사업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사업을 시
작으로 2004년, 베트남 중부 지방의 다낭시에 선의 태권도 체
육관을 건립하고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 교육이 시
작되었고, 매년 SUNNY KOREA CUP 다낭 전국 태권도 대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북부 하노이시 썩선현에
2005년 선의 적십자 병원을 건축하여 김시찬 원장님과 함께
썩선현의 가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사업을 펼쳐나
가게 되었습니다.

뉴욕법인과 LA지회의 창립
선의의 해외 사업은 미국 뉴욕에서도 시작되어 선의재단 뉴
욕법인이 2001년에 창립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한 활
동이 일어나서 2007년에는 뉴욕에도 크리스찬 게스트하우스
를 설립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영적, 육적 쉼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서부에도 선의재단
LA지회가 창립되어 북미대륙 동서 지역에서 선의재단의 이름
으로 많은 선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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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씨앗이 싹을 틔우다
베트남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사업을 계기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연결되어 재
한 베트남 유학생 모임을 후원하게 되었고, 재단 자체적으로
도 KOVI FELLOWSHIP DAY를 개최해서 베트남 유학생들의
봉사정신을 격려하고 봉사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한
국에 있는 동안 봉사를 배운 베트남 유학생들은 베트남에 돌
아가서도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한국에서 수술 받고 돌
아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제적
으로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베트남 전쟁 당시 고
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학
용품 전달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한국 선의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선의베트남재단(SUNNY VIETNAM
FOUNDATION)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Global NGO,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Global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ith
the new millennium
People were excited for the new millennium in the year
2000.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pent our 18th
foundation anniversary spreading our wings abroad. Our
global activities started from that moment.
Domestically, we opened the Gyeongnam branch in
Jinju. In Gyeongbuk area, we started the Daegu branch.
In addition to that, Korea Christian Guest House opened
in Seoul. Specially, Korea Christian Guest House has given
thousands of missionaries who work all around world
an opportunity to rest, recover, make friends, and share
visions for 10 years.

2013년 1월. 베트남 궁에서 “We have a dream in Vietnam!” 주제로 연설을 하는 문영기 회장님
Moon Young-Kee, President of Foundation having a speech about “We have a dream in Vietnam!” in Vietnamese Palace in January 2013

Free Operation Project for foreign children
who have heart disease

Supporting Ukraine and Korean spreading to
inner Mongolia area, China

In 2001,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took the
initiative to invite Vietnamese children suffering from
congenital heart disease to Korea for free surgery.
Upon this opportunity,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registered as an NGO named Sunny in Vietnam. As
of 2012, the project has offered free operations to 220
poor children who have congenital heart disease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of Vietnam, China, Cambodia,
Philippines, Myanmar, and Laos.

In 2009, Sunny Foundation Inc supported the seminary
of Ukraine in Kiev, Ukraine. The same year, it opened
the department of Korean in Inner Mongolia University
for the Nationalities in Tongliao and China. The Korean
teachers dispatched from the foundation, teach Korean to
200~300 students every semester so far. Besides Korean,
the foundation offers various classes like skin care and
beauty treatment, and special lectures by Park, Eui-Burm, a
professor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the
Sunny foundation worked with Inner Mongolia University
for the Nationalities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o conclude MOU. It gave hope to students of Tongliao
which is in a remote area of China.

Built Vietnam Taekondo Gymnasium and the
Red Cross Clinic
We started overseas projects to give free operations
to children who have heart disease. Later in 2004, the
foundation built a gym and dispatched a taekwondo
instructor to educate Vietnamese children. Every year, the
Sunny Korea Cup Taekwondo Championship is held in Da
Nang, Vietnam. Meanwhile, the Foundation built Sunny
Red Cross Clinic in Suc Son, Hanoi, which is on the north
side of Vietnam, in 2005. With Kim Si-Chan, a director of a
clinic, medical teams run the free clinic for the poor in Suc
Son.

Started the Sunny Foundation-NY and the LA
branch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s overseas projects
started in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stablished New York Branch in 2001. As the years
went by, the foundation grew in their activities. The NY
Christian Guest House opened in 2007, providing a place
for physical and spiritual rest for many missionaries. One
year later, LA Branch was established on the West Coast
in 2008. Spanning from the East Coast to the West Coast,
Sunny foundation. Inc runs many projects with good will.

Sprouted seeds of the Sunny
Sinc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helps Vietnamese
children who have congenital heart disease, we formed
new interests in students who study in Korea.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tarted to support the Vietnamese
student association and also made 'Kovi Fellowship Day' to
encourage the volunteering spirits of Vietnamese students
and provide them a site to volunteer. The students who
learned about the concept of volunteering made a group
to help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who had
operations in Korea after they return to Vietnam. Even
though they also are financially unstable, they started
the project to give scholarships and school supplies to
the children of people who suffered long-term effects
of exposure to defoliants. This group grows in to Sunny
Vietnam Foundation supported by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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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ork Description

경남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Gyeongnam Branch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현대아파트 103동 1405호
• 연락처 : 055-758-1237
• 설립년도 : 2000년 3월
진주로 생활권을 옮긴 중앙회 하숙란 이사의 권유로 경남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장애인 가정, 무주택 가정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 조직구성
○ 역대지회장: 1대 하숙란, 2대 정성욱, 3대 최정애, 4대 고
인아, 5대 정성욱, 6대 강명자
○ 자문 위원 : 김일현(사천 연세치과의원 원장), 안대현(진주
영은교회 목사), 정기현(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홍순
찬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임원 : 회장 김화봉, 부회장 허종순, 총무·서기 김숙자/김
신옥, 이사 고인아, 정성욱, 최정애, 조윤자, 강명자

2. 사업안내

국인 근로자쉼터에 컴퓨터2대, 가스온수기1대, 서부경남
외국인근로자 저녁식사 대접(120명)
○ 2010년-2011년: 생계비 지원(3세대), 기관후원(4곳), 장학
금(4명) 산청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사업실시( 월1회)
직접 맡반찬과 국을 만들어서 전달하여 두고 드시게
함, 대학입학금 지원( 개척교회 목사님 자제 )
○ 2012년- : 생계비 지원(4세대), 기관후원(3곳), 장학후원(5
명) 결식학생 급식지원(4명), 외국인근로자 식사봉사 (1년
에 4회), 장애인 교회 청소봉사 (월1회)

• Address: Rm. 1405, 103 Bldg., Hyundai Apt.,
Sangdae-dong,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 Phone: 055-743-6452
• Year of Foundation: March of 2000
• Simple Description: The Gyeongnam Branch was
established after the central association moved to
Jinju-city on the recommendation of board member,
Ha Sook-Ran. It has provided tuition support for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children without
parents living alon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homeless families.

1. Organization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Branch Heads: 1st Ha Sook-Ran, 2nd Jung Sung-Wook
3rd Choi Jung-Ae, 4th Go In-Ah, 5th Jung Sung-Wook

장학금(10명)
○ 2003년-2004년: 생계비 지원(12세대), 결식아동 도시락지
원(10명) 등록금 지원(5명),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 Consulting Members:
Kim Eil-Hyun (Sacheon Yonsei Dental Clinic),
Ahn Dae-Hyun (Pastor at Junju Youngeun Church),
Jung Ki-Hyun (Professor at Gyeongsang University
Medical School),
Hong Sun-chang (Professor at Gyeongsang University
Medical School)

○ 2005년-2006년: 생계비 지원(15세대), 기관보조(5개단체),
등록금 지원(3명), 희귀병 환자, 유방암 환자 치료비 지원
(각1명)
○ 2000년-2006년: 매해 김장을 해서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전달하고, 추석과 구정 명절 때
에는 기관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 2007년-2009년: 생계비 지원(4세대), 기관보조(4개 단체),
등록금 지원(4명) 불우이웃돕기로 유류보충, 생계비 지원
(중앙회특별후원금으로 충당), 사천삼성요양병원 목욕봉
사 (주 1회). 4인 1조로 번갈아가며 입원중이신 할머니들
을 목욕시킴, 희망나누기사업으로 경남산청 독거노인 9가
정을 월1회 방문하여 보살펴 드림(청소, 빨래 등), 김해 외

Gyeongnam Branch

수혜자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친분을 쌓고 복음을
전함으로 물질적 도움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 2000년-2002년: 생계비 지원(13세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2010년 경남지회 10주년 | 10th Anniversary of Gyeongnam Branch

2006년 중앙이사회 이사진 경남지회방문

• Board Members:
President_Gang Myung-Ja, Vice President_Cho Yun-Ja,
General Manager/Secretary_Kim Suk-Ja/
Heo Jong Soon,
Directors_Go In-Ah, Kim Sin-Wook, Kim Hwa-Bong,
Lee Jung-Hee, Jang Jung-Soon,
Jung Sung-Wook, Choi Jung-Ae,
Hyun Sook-Mi

• 2000 to 2002:
Financial aid for living expenses (13 families), School
lunch aid(10 students), Scholarships(10 students)
• 2003 to 2004:
Financial aid for living expenses(12 families), Free box
lunches(10 students), Scholarships(5 students), Patient
financial aid for Leukemia treatment
• 2005 to 2006:
Financial aid for living expenses (15 families), Charities (5
organizations), Scholarships(3 students), Financial aids for
fascinoma and breast cancer treatment(1 of the each)
• 2000 to 2006:
Making Kimchi for the old and teen headed families,Dairy
necessaries donations (on holidays like Chuseok and
new years day)
• 2007 to 2009:
Financial aid for living expenses (4 families), Charities
(4 organizations), Scholarships(4 students), Financial
aid for living expenses and gas fee(with aid from
headquarters), Bath outreach in Samsung nursing home
once a week( teams of 4 people each), Voluntary house
chore service for the aged living alone once a month (9
families), Donation of two computers and a gas water
heater to Gimhae House of Foreign Workers, Served
dinner for 120 foreign workers
• 2010 to 2011:
Financial aid for living expenses (3 families), Charities (4
organizations), Scholarships(4 students), Preparing dishes
for the aged living alone in Sancheong(once a month),
Tuition aid for pastor's child
• 2012 ~ :
Financial aid for living expenses (4 families), Charities
(3 organizations), Scholarships(5 students), School lunch
aid(4 students), Served dinner for foreign workers (four
times a year), Cleaning service for the church of the
disabled(once a week)
With materialistic help, we need to know our
beneficiaries better and be a friend to them. Introduce
them the Good news and enjoy the privileges of
knowing and praying to God together.

Visit to Gyeongnam Branch by Central Directors of the Boar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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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Daegu Branch

LA 지회 창립
Establishment of LA Branch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0-24번지 1층

• 주소 :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 연락처 : 053-761-9975		

• 연락처 : T 714-773-5578 E mamajoo@gmail.com

• 설립년도 : 2000년 8월

• 설립년도 : 2008년 8월

대구지역의 장애노인, 장애인청소년의 재활훈련, 장애인 결혼식 지원 및 구직

• 설립취지 : 한국선의복지재단 LA지회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지원 등 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1. 조직구성
○ 지회장: 김찬종
○ 이사회장: 정송자
○ 부회장: 박소희자
○ 총무: 여남희, 서기: 김현숙, 회계 김영화
○ 감사: 고종규, 문정자
○ 이사: 노은경, 노정자, 노계자, 박영희, 성영주, 신동학,
심선희, 유승희, 이미란, 이연희, 이영상, 이태손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Address: 1F., 1040-24, Manchon-dong,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
• Phone: 053-761-9975
• Year of Foundation: August of 2000

1. 조직구성

Daegu Branch was established mainly for the purpose
of charitable assistance for the disabled, such as
rehabilitation for disabled elderly and youth, wedding
assistance for disabled couples, and job placement
assistance.

사_ 주수봉, 이종상, 이정원, 임영희

민영란, 부회계_ 이희숙, 고문_ 박광철 목사/박충기 목사, 이

2. 사업안내
○ 긴급구호 성금 모금
○ 저소득가정 후원

2. 사업안내

1. Organization

○ 지역복지사업 : 소년소녀가정 후원, 노인무료급식사업,

• Branch Head: Kim Chan-Jong
•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Jung Song-Ja
• Vice-President: Park So-Hee-Ja
• General Manager: Yeo Nam-Ki
• Secretary: Kim Hyun-Sook
• Accountant: Kim Young-Hwa
• Auditor: Ko Jong-Kyu, Moon Jung-Ja
• Directors: No Eun-Kyung, No Jung-Ja, No Kye-Ja,
Park Young-Hee, Sung Young-Ju, Shin Dong-Hak,
Sim Sun-Hee, Yu Seung-Hee, Lee Mi-Ran,
Lee Yun-Hee, Lee Young-Sang, Lee Tae-Son

중증장애인 후원

회장_ 주영은, 부회장_ 이용숙/김정민, 총무_ 이순배, 회계_

2. Work Description
• Local Welfare Work: Support for youth household
heads, free meals for the elderly, support for the
seriously handicapped

2009년 LA지회 창립 1주년

• Address: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USA
• Phone: 714-773-5578 • Email: mamajoo@gmail.com
• Year of Foundation: August of 2008
• Purpos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LA Branch is selecting and helping groups and
individuals in need.

1st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LA Branch in 2009

1. Organization
• President_Ju Young-Eun, • Vice-President_Lee YongSook/Kim Jung-Min, • General Manager_Lee Soon-Bae,
• Accountant_Min Young-Ran, • Assistant Accountant_
Lee Hee-Sook, • Advisor_Pastor Park Gwang-Chul/Pastor
Park Chung-Ki, • Directors_Ju Soo-Bong, Lee Jong-Sang,
Lee Jung-won, Lim Young-Hee

2. Work Description

2010년 LA지회 방문
Visit to LA Branch in 2010

• Emergency donation
• Support low 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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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미국 뉴욕법인 창립
Establishment of New York Branch, the USA

4. 주요 사업
○ 선교사의 집 운영 (2007년~)
- 2007년 8월 설립되었으며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초 교

• 주소 : 54 Stoothoff Dr. New Hyde Park, NY 11040

파적으로 운영 중임.

• 연락처 : T 516-721-8101 F 347- 732-9459 E sunnyusany@yahoo.com

후원금과 실비사용료로 운영되며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 설립년도 : 2002년 5월

이 편안하고 건강히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2년 5월, 한국선의복지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교민들의 꾸준한 기도모임 끝에 설립되었다. 뉴욕지역 노숙자, 청소년

○ 선교 활동 ;

사역, 북한 선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뉴욕 크리스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 중 남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선의복지재단 뉴욕법인은 2003년 7월 23일 정식으로 non profit organization 허가를 받아(#20-34-09)회원 및 기부자

토요일 아침 커피 및 베이글, 도나츠 제공 (2008년부터

들에게 tax deduction 혜택을 드리고 있다.

2011년까지)
- 2012년 성기로 장로님을 단장으로 과테말라 치섹지역으로

1. 조직구성

단기선교 7박 8일 동안 선의선교회원 10명이 다녀왔음.

• 2007년 1월

성기로 장로 3대 이사장 취임, 장영춘 목사

		

고문 추대 뉴욕 선의선교사의 집 설립 준비

		

위 구성

○ 할렘 노숙자 지원
○ 역대 이사장 1대 정인국, 2대 서홍석, 3대 성기로
미국법인 뉴욕 지회장 ; 최문섭

2. 운영이사회

2007년 7월 뉴욕게스트하우스개관예배

회계/서기_ 김수영, 상임이사_ 박신화, 이종원, 이희상,

Worship Service for Opening New York Guest House in July 2007

장세활, 백남걸, 장용, 이흥섭, 정귀련, 정인국

3. 뉴욕 선교사의 집 운영이사회
후원회장_ 백달영, 간사_ 김은희, 관리_ 이영창, 이사_ 고경

2010년 4월 뉴욕 선교사의 집 확장이전 감사예배
neighborsunfortunate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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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의 후원으로 뉴욕 선교사의 집 개원

- 브니엘 선교회 (대표; 김명희)사역을 일년에 2번 협조.

		

(영문 New York Christian Guest House)

- 할렘지역을 방문하여 브니엘 노숙자 사역중 점심제공(약

		

백달영 장로 후원회장으로 추대

250명 내지 300명)을 선의선교회 회원들이 직접 그들에게

• 2008년 1월

Sunny Foundation, Inc(선의복지재단 미국

나눠드리고 예배를 드림

		

법인) LA지회 설립 추진결의, 선교사의 집

		

자체 건물 구입 의결

뉴욕 지회 연혁

• 2009년 1월

선의 선교회 명칭 사용(선교 전용) 상임이

		

사회 제도 도입, 선교사의 집 운영은 선의		

• 2001년 5월

선의복지재단 뉴욕지회 설립 준비위

		

선교회 몫 선의복지재단 산하기구로 둠

		

(임시 이사장 조성완)

• 2003년 4월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여주기 권사 초

		

GALLERY 개최

		

청 선의소개 및 간증

• 2010년 1월

35-74 162nd ST., FLUSHING ny 11358 건

뉴욕지회 조직 완성 ; 이영희 목사, 이덕수

		

물 구입

이사장_ 성기로, 부이사장_ 송석황, 회장_ 최문섭,
부회장_ 황신호/김성혜, 총무_ 김계순, 감사_ 송성렬,

7월

10월

9월

선교사의 집 구입을 위한 모금 CON

실, 곽현순, 유숙자, 김광자, 장옥화, 황현성, 이성기, 명영숙,

		

목사 고문 추대 정인국 초대 이사장 추대,

2월

선교회 확장, 선교사의 집 이전 예배

지윤구, 이종숙, 홍종민, 한진숙, 황신혜

		

배실로암 목사를 선의선교회 1호 선교사로

5월

선의선교회 주최 한빛 선교회 도예전/

		

베트남 파송

		

북한그림 전시회 등, 선교사의 집 수리 및 		

• 2005년 4월

서홍석 장로 2대 이사장 추대, 선의 화요기

		

기금마련

		

도회 시작

• 2011년 2월

선교사의 집 보수/ 수리 법적 지위 확보

서홍석 장로를 이영광 선교사로 이름하여 		

• 2012년 1월

선교사의 집 확장을 위한 기도회 및 기금

		

중국 남경에 파송 (2호)

		

마련

• 2006년 9월

선의 선교회 뉴욕 지회 산하 뉴저지 지부

		

설립- 고재원 장로 지부장

11월

11월
		

선의복지재단(뉴욕) 설립 10주년 기념
윤복희 권사초청 찬양 간증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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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12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New York Branch, the USA
• Address: 54 Stoothoff Dr. New Hyde Park, NY 11040
• Phone: 516-721-8101 Fax: 347-732-9459 E-mail: sunnyusany@yahoo.com
• Year of Foundation: May of 2002
It was founded by the prayer of those who had the same vision with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Constant
service is provided for the homeless and the youth in New York as well as those in North Korea. Since 2007, New
York Christian Guest House has been open.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s New York Branch was approved as
non-profit organization (#20-34-09) on July 23rd, 2003 and is giving tax deduction benefit for members and givers.

1. Organization
• Branch Heads: 1st Jung In-Kuk, 2nd Seo Hong-Suk,
3rd Sung Ki-Ro
• Chairman of New York Branch: Choi Moon-Sup

2. Board of Directors
•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Sung Ki-Ro
• Vic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Song Suk-Hwang
• President: Choi Moon-Sup
• Vice President: Hwang Sin-ho, Han Sung-Hyuk
• General Manager: Kim Sung-Hae
• Auditor: Song Sung-Ryul
• Accoutant/Secretary: Kim Soo-Young
• Standing Directors: Park Sin-Hwa, Lee Jong-Won,
Lee Hee-Sang, Jang Sae-Hwal, Baek Nam-Gal,
Jang Yong, Lee Hong-Sup, Jung Gyi-Ryun, Jung In-Kuk

3. Board of Directors for New York
Missionary House
• Support Group President: Baek Dal-Young
• Assistant Administrator: Kim Eun-Hee
• Administrator: Lee Young-Chang
• Director: Go Kyung-Sil, Kwak Hyun-Soon, Yu Sook-Ja,
Kim Gwang-Ja, Jang Ok-Hwa, Hwang Hyun-Sung,
Lee Sung-Ki, Myung Young-Suk, Ji Yun-Ku,
Lee Jong-Sook, Hong Jong-Min, Han Jin-Sook,
Hwang Sin-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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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jor Activities
• NY Christian Guest House(2007~ )
- Established on August 2007 for missionaries regardless
of denomination.
- Offers comfortable and clean shelter for all visitors run
by donations and accommodation charges
• Mission Activities
- Free coffee and donuts for South American immigrants
every Saturday morning(2008~2011)
- 7 day 8 night mission trip to Chisec, Guatemala
10 members of Sunny foundation participated
• Homeless Outreach
- Cooperative work with Peniel Missions twice a year
- Serving lunch for 250-300 homeless people - half of the
homeless outreach program of Peniel Mission in
Harlem

History of NY Branch
• May 2001: Formed an arrangement committee for
Sunny foundation, Inc.
( Jo Seoung-Wan, Interim Chief Director)
• May 2002: Sunny foundation, Inc. obtained approval
from U.S Federal Law, Elder Choi Moon-Sub(Chief
Director)
• April 2003: The chairman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Ryo Joo-Ki visited the NY branch to
introduce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and
give a testimony.
• October 2003: NY Branch structure is established.
Advisors: Pastor Lee Young-Hee, Lee Duck-Su,
Jeong In-Gook, the First Official Chairman dispatched
pastor Silloam Bae to Vietnam as the first missionary of
Sunny Mission.
• April 2005: Elder Seo Hong-Seok the First Official
Chairman Tuesday prayer meeting begin
• November 2005: Dispatched Elder Seo Hong-Seok
(Under the assumed name Lee Young-Gwang) to
Nanjing, China as the second missionary
• September 2006: Established the New Jersey branch of
Sunny Mission, NY Branch.
Elder Go Jae-Won , branch manager
• January 2007: Elder Seong Gi-Ro the First Official
Chairman
Advisor: Pastor Chun Jang-Young
Formed an arrangement committee for New York
Christian Guest House
• July 2007: New York Christian Guest House opened
with the help of sponsor.
Elder Beak Dal-Young recommended by Head sponsor

• January 2008: Resolution to establish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LA Branch and purchase the
building of New York Christian Guest House
• January 2009: Used the title ‘Sunny Mission’ for mission
works
Introduced the board of direction system
Transferred responsibility of New York Christian Guest
House under Sunny Foundation
• September 2009: Held fundraising event ‘CON
GALLERY’ for New York Christian Guest House
• January 2010: Purchased 35-74 162nd ST., FLUSHING,
NY11358
• February 2010: Sunny Mission expansion
Housewarming worship for new NY Christian Guest
House
• May 2010: Held Hanbit pottery and the pictures of
North Korea exhibition hosted by
Sunny Mission to prepare the fund to repair NY
Christian Guest House
• February 2011: Secured the legal status for the
repairmen
• January 2012: Held the player meeting to fundraise the
expansion of NY Christian Guest House.
• November 2012: Hosted the testimonial convention of
Deaconess Yun Boek-Hee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NY
Branch.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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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사업 개시
Starting to the Project of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2001년 10월 베트남 다낭시로부터 의뢰받은 7명의 심장병 어린이 환자기록을 세종병원에서 검토한 후 3명의 어린
이를 초청, 수술한 것이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사업의 시작입니다. 이후 베트남, 미얀마,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의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250여명의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The medical records of seven children from Da Nang, Vietnam with congenital heart defects were sent to
Sejong General Hospital in October, 2001 for a review. Three of them were invited for surgery.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Free Surgery Project for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efects. Since then, 250 children
from Vietnam, Myanmar, Cambodia, China, and the Philippines with congenital heart defects have been
sponsored by the foundation.

1 2
위한 NFVC(국가아동보호기금)와의
1 수술아동선정을
협력
Collaboration with NFVC for selecting children
who would have surgery

2 수술실에 들어가는 어린이와 의료진

Child patient and medical teams into OR

3 수술 후 회복중인 아이들
4 Children recovering after surgery
병실을 방문한 박숙자·조경옥 이사님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인 어린이

Park Sook-Ja and Cho Gyeong-Ok, Director of Foundation,
visit to children in Hospital

A Child who recovered in ICU after Surgery

3
4

인천공항 입국
Entrance into Incheon Int'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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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12
HEART ON 발간 (심장병어린이초청 무료수술 100회 기념)
Publishing of HEART ON for celebrating free surgeries
for 100 inborn cardiac children
2001년 3명에서 시작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사업은 2008년 100명을 달성하여 기념책자인 “Heart On”
을 발간하였습니다. 수술로 새 생명을 얻은 아이들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부모와 아이들의 편지, 수술대상 아동의
선정부터 수술 전 과정의 사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The Free Surgery Project for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efects, which began in 2001 with three
children had been extended to 100 children by 2008, so a commemorative booklet called "Heart On" was
published. It covers the inspiring story of the children who gained new life through surgery, and included
letters from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photographs of the entire process from selecting the children
throughout their medical care.

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코리아 크리스찬 게스트 하우스 개관
Opening of Korea Christian Guest House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여 쉼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자 하는 기관·개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65		

• 설립년도 : 2000년 7월

Guest houses were built for missionaries who visit South Korea to provide a place to rest and as missionary
centers to provide connections betwee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sponsor missionaries.
• Address: 165 Hangangno 2-ga, Yongsan-gu, Seoul
• Date of Establishment: July, 2000

코리아 크리스찬 게스트 하우스 오픈 축하예배
Celebration Worship Service for Opening
Korea Christian Gues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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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12
베트남 다낭시 선의태권도 체육관 준공
Completion of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Vietnam
Ⅰ. 태권도 교육

Ⅰ. Taekwondo Training

2005년 3월, 다낭시 체육국의 요청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

In March of 2005, Sunny Taekwondo Gym was built by
the request of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in
Danang. In 2008, a national-scale Taekwondo competition
was held. Currently, Taekwondo training is provided for
the adult team and junior team of Danang as well as
people in Danang.
Taekwondo is taught at public schools in Danang.
Taekwondo is used for leisure activity and cultural
exchange, and national competitions have been held for
6 years. The foundation intends to spread Taekwondo
in Vietnam and contribute to the physical education
in Vietnam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Vietnam.

호 협력 차원의 선의 태권도 체육관을 설립하였으며 2008년
에는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재 다낭시 대표팀, 주니어팀, 일반인에게 태권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낭시 중학교 체육 과목으로 태권도 수업,
태권도를 통한 여가활동과 문화 교류, 다낭시에 6년간 전문
규모의 태권도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발
판으로 베트남 전역에 한국의 올바른 태권도 문화를 알리고
베트남 국민의 체력증진과 베트남 내 한국문화교류에 이바
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
태권도 체육관 운영 (다낭시 대표팀, 주니어팀, 일반인)
2개 중학교 정식과목으로 태권도 수업 채택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 개최

Ⅱ. IT교육
2008년 KOICA지원으로 설립된 다낭 IT대학과의 협약으로
2005.03.23 다낭선의체육관 준공

현재까지 8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

Completion of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Vietnam on March 23, 2005

다. 이러한 다낭시 IT발전과 후진양성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
아 2010년에는 다낭 IT대학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Work State
• Taekwondo Gym is open (Adult team and junior team
in Danang, citizens of Danang)
• Taekwondo is adopted as regular class at 2 missle
schools.
• National-scale Taekwondo competition

Ⅱ. IT Education
Working with Danang It Collage founded by KOICA in
2008, scholarships have been provided for more than 80
students. Recognized for its role in IT development in
Danang and training people, the foundation received an
award from Danang IT Collage.
2005.02.21 베트남체육부장관-체육사업에
많은 기여함
Commemoration for Huge Contribution
to Sports Project by the Ministry of Sports
of Vietnam on February 21, 2005

2005.03.22 다낭시민센터-태권도장건축후원상장
Commemoration for Supporting Civil Service
Center and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Vietnam on March 22, 2005

96

www.sunnykorea.org 

97

2000 - 2012

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병원 전경

썩선 선의적십자병원 개원
Opening of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Front View of Clinic

2001년도부터 베트남 선
천성심장병 아동들의 수

연혁
• 2004. 5.

하노이 적십자와 빈민무료진료소 프로젝트

		

에 관한 협의 시작

• 2004. 12.

하노이 적십자사와 선의복지재단의 사업에

		

대한 협정 서명

• 2005. 3.

빈민무료진료소 건축 기공식

• 2005. 11.

썩선현 빈민진료소 준공식

• 2006. 3.

썩선현 보건소 및 썩선현병원과 MOU 체결

베트남 지방 정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04

• 2006. 8.

하노이 보건국으로부터 정식 활동허가를

년 하노이 적십자사빈민진료소운영과 의료사업을 위한 협정

		

득함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적십자사는 빈민 진료

• 2006. 8.

진료소 활동 시작

소의 활동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법률적 지원(사업 허가사항

• 2009. 12.

진료소 2기 사업 허가 및 진료소 증축

및 사업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의료 활동 보장, 비자관련 협

• 2010. 9.

진료소 증축동 준공식

조), 베트남 직원채용 및 활동 사업비에 대한 관리 및 보고

• 2011. 7.

무료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마을진료 시작

술 및 후원을 하면서 열악
한 의료 시설을 실감하고,
취약한 의료 환경에 노출되
어 있는 빈곤 지역 주민들
이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설립
을 계획하였습니다.

체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승인 및 보고 등을 통해 본 사업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적십자사는 베트남 내에 활동

병원 현황

하는 정부의 사회봉사단체이기에 본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
문 및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혹은 지역의 파트너와의 연결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① 진료소
- 진료소 부지 총 면적 1,550 ㎡
- 전체 2층 건물로써 진료실, 재활센터, 강당,

그 외 썩선현 보건소 및 25개 면 보건지소, 썩선현병원, 썩
선현 지방정부(썩선현 인민위원회), 하노이시 및 하노이 보건
국이 본 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4.12. 하노이적십자사 협정서명
Signing Ceremony with Hanoi Red Cross, Vietnam
on December 2004

하노이 썩선선의적십자병원은 빈민무료진료소로써 썩선현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하는 빈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

병원방문이 힘든 빈곤 주민 진료를
위한 무료이동진료차량
Free Mobile Clinic for poor people who can’t visit to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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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회의실, 숙소, 창고, 관리실 등
② 주요 진료 과목 : 내과, 소아과, 피부과, 정형외과
③ 월 평균 환자 : 600~700명
④ 직원
- 한국인 : 내과의사 1명(원장, 본 진료소 사업의 책

영되고 있습니다. 1일 50여명, 현재까지 35,000여명의 환자를

임자), 물리치료사 1명(재활센터 팀장), NGO

진료하며 지역 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봉사원 1명

2011년부터는 의료기기회사 ㈜코메드 메디칼과 사회복지

- 베트남인 : 내과 의사 2명, 간호사 4명, X-ray 기사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차량을 이용한 무료이동진료사업

1명, 약사 1명, 경리 1명, 행정담당 1명, 관리

(mobile-clinic)을 진행 중입니다. X-ray를 장착한 이동진료

인 및 기타 인원 5명

차량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위해 노력

- 다수의 다국적 자원봉사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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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12

2005. 11 하노이 썩선 선의적십자병원 준공식

100

Completion Ceremony of construction of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101
www.sunnykorea.org
Vietnam in November
2005

2000 - 2012
Opening of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While providing heart surgeries to children since
2001, the foundation realized the poor medical
condition and environment in Vietnam and planned
to build a hospital where poor residents can receiv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for free.
After receiving free land from the Vietnamese
government, agreement on medical business was
made with Hanoi Red Cross Medical Center for the
Poor in 2004. Hanoi Red Cross is supporting the
project through legal support (project approval,
guarantee of medical activities of foreigners related
to the project, support for visa), employment of
Vietnamese people and management and report
system for the cost, approval and report for new
project and so forth. Since Hanoi Red Cross is the
government's social service organization in Vietnam,
it has worked faithfully as technical advisor, local
researcher and the bridge between the foundation
and the local partners.
In addition, various agencies are supporting the
project including the hygiene office and 25 hygiene
branches in Suckson County, local government
(People's Committee) of Suckson County, Hanoi City
and Hanoi Hygiene Department.
Hanoi Suckson Red Cross Hospital is a free medical
center that provides free medical services to 10.9%
of the entire population of Suckson County. It treats
more than 50 people daily and has treated more
than 35,000 patients until now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eople's health in the community.
Since 2011, through the support from KOMED
Co., Ltd and Social Welfare Common Fund Raising
Agency, free mobile clinic has been operated.
Through the mobile clinic equipped with X-ray, more
convenient and accurate examination and treatment
became possible.

102

History
• 2004. 5.
		
• 2004. 12.
		
• 2005. 3.
		
• 2005. 11.
		
• 2006. 3.
		
		
• 2006. 8.
		
• 2006. 8.
• 2009. 12.
		
• 2010. 9.
		
• 2011. 7.
		

Began discussion with Hanoi Red Cross
about Free Clinic Project for the poor
Agreement between Hanoi Red Cross 		
and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Began construction of the free clinic for
the poor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free 		
clinic for the poor in Suckson County
MOU agreement with Suckson Country 		
Hygiene Office and Suckson 			
County Hospital
Required the official approval from 		
Hanoi Hygiene Department
Began treating people
Received the approval for the second 		
clinic project and enlarged the clinic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additional building
Began treating people by using the free 		
mobile clinic

2005.11. 하노이 썩선 선의적십자병원 준공
Completion of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in November 2005

Current State
• Clinic
- Total area of the clinic 1,550㎡
- 2-story building with clinic, rehabilitation center, 		
auditorium, office, meeting room, bedroom, storage,
maintenance room and so forth
• Main Areas: Internal clinic, pediatric clinic, skin clinic,
orthopedic clinic
• Average patients per month: 600~700
• Staffs
- Korean: 1 internal clinic doctor (director, responsible for
the clinic project), 1 physical therapist (team leader in
the rehabilitation center), 1 NGO volunteer
- Vietnamese: 2 Internal clinic doctor, 4 nurses, 1 X-ray
operator, pharmacist, 1 secretary, 1 administrator and
5 others
- Volunteers from various nations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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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12
콘비전(Corn-Vision) 아동후원사업 발기
Institution of Corn-Vision Children Supporting Business
우리 콘비전(Corn-Vision) 은 배고팠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
며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받은 축복을 돌려주는 운동입니다. 콘비전은 낮아진 마음으
로 섬김을 실천하여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영
양분이 되기를 원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

The mission of Corn-Vision

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내
외 어린이들이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스
러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CornVision과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콘비전 사역 :
1. 14명의 콘비전 어린이 후원(매월 10만원)
2. 송** 목사를 통한 북한 어린이 후원(2008년9월까지, 매월
10만원)

그리고 중국 심양에서 자비

3. 중국 심양 고아원 후원(매월 10만원)

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시

4. 경주 지회 후원 난방유 및 연탄 지원(500만원)

는 *** 님을 통해 도움의 손

5.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KT&G 특별후원

길이 필요한 중국의 어린이

- 3,000만원, 1,000만원)
콘비전에서 후원하는 어린이는 지회의 추천이나 관련기관
의 추천을 받아 이사님들의 심의를 거쳐 선정 되며 현재는
작년에 복지관과 경주 지회, 경남 지역 학교장 등이 추천한
14명의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97년생 김영목과 공영주를 비롯한 정승왕, 이정혜, 이한산,
송연임, 원삼영, 유호성, 박지윤, 김미애, 권화평, 이이삭, 이석
현, 도성은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경주지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일러가 있어도 난방유와
연탄이없어서 춥게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
지회 후원가정 20곳에 난방유와 연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면서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신 송** 목사
님을 통해 북한 어린이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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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Vision is the movement for sharing the blessings
we have to people in need. It is designed to look back
on our hungry past and thank God for what we have
now. In addition, this movement is meant to teach the
next generation to serve with humble hearts in order
to save lives. It is impossible to help with everything.
However, we want to live the best life, sharing what we
have with our neighbors. Children from in and outside
Korea are waiting for your help. Your concerns and love
will give them dreams and hope. Please be with us and
help us.

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에도 콘비전의 도움의 손길
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천
성심장병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무료 수술
사업에 동참하여 2008년 3
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후원하여 국내
외의 경계를 두지 않고 도움
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새
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1. Supporting 14 Corn-Vision children with 10 thousand
won a month
2. Supported Children from North Korea through Pastor
* * Song with 10 thousand won a month till September
2008
3. Supporting an orphanage in Shenyang, China with 10
thousand won a month.
4. Supporting the cost of heating oil and briquettes (five
million won) sponsored by the Gyeongju Branch.
5. Supporting the cost of surgery for children who have
heart disease from Vietnam (Special sponsored by
KT&G 30 million won, 10 million won)
Corn-Vision suppor ted children who were
recommended by the branch or related organizations.
These days, Corn-Vision helps 14 children who were
recommended by the welfare center, the Gyeongju
branch, and principles in Gyeongnam area.
Our youngest students, Kim Young-Mok and Gong
Young-Ju, were born in 1997. In addition to them, CornVision helps students like Jeong Seung-Wang, Lee JeongHae, Lee Han-San, Song Yeon-Im, Woo Ho-Seong, Park
Ji-Yun, Kim Mi-Ae, Kwon Hwa-Phyeong, Lee Issac, Lee
Suk-Hyon and Do Seong-Eun.
The Gyeongju Branch provided heating oil and
briquettes for the supported 20 families of the Gyeongju
Branch; they have heaters but could not pay for oil and
briquettes.
We also help Pastor Song, who stays in China working
as the missionary of North Korea to support the life of

North Korean Children. Moreover, we support Chinese
children who need care through an anonymous
missionary who runs an orphanage with his/her own
expenses
Corn-Vision also helps Vietnamese children as well as
Chinese children. W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o offer
an operation for children who have congenital heart
disease. In March and November of 2008, we donated 40
million won. We are trying to give hope to children who
are in need regardless of nationality.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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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써니코리아컵 태권도 대회 개최
Opening of the Sunny Korea Cup Taekwondo Championship

내몽고 민족대학교 한국어반 개설
The Faculty of Korean Language in Inner Mongolia, China

베트남과의 태권도 문화 교류와 체력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베트남 제3의 도시인 다낭시에서 2006년부터 개최
된 다낭 선의태권도대회가 2008년부터 공식 전국대회로 승격되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태권도 교육과 더불어 본격적인 베트남 태권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The Sunny Korea Cup Taekwondo Championships in Da Nang, Vietnam which have been held since 2006
to contribute to a cultural exchange with Vietnam in Taekwondo and to encourage the improvement of
physical health, has become the official national championship of Vietnam. It is especially significant since
middle school Taekwondo education began in 2007 and Vietnamese Taekwondo businesses have developed
throughout the country.

2011년 11월  장학금 수여식
Ceremony of Delivering Scholarship in November 2011

2009년 6월 한국어학과 개설 협약식

2009년 내몽고민족대학 한국어교실

2011년 11월  홈페이지 서버 인수인계식

Agreement Ceremony of the Installment
of of the Faculty of Korean in June 2009

Korean Language Class in University of Inner
Mongolia for the Nationalities in 2009

Assignment Ceremony of Homepage Server
in November 2011

중국 내몽고 자치구 통랴오시에 위치한 내몽고 민족대학교
와 협약을 맺고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2009년 9
월부터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 중입니다. 현재 6개 반
400여명이 수강중이며 재단에서 파견한 한국인 교사가 학생
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 지역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여 한국어를 교육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매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
2008년 8월 28일 다낭선의태권도대회 | Sunny Korea Cup Taekwondo Championship in Da Nang, Vietnam on August 28th, 2008

으며, 내몽고 민족대학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기도 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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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with University of Inner Mongolia for the
Nationalities, Tongliao, China, Korean lecture has
been provided since September of 2009 based on
civil diplomacy. Currently, more than 400 students are
learning Korean in 6 classes. Korean teachers sent from
the Foundation are teaching Korean. By sending Korean
teachers and teaching Korean language, the superiority
of Korean language can be promoted and cultural
exchange can be enhanced.
In addition, brilliant students are selected each year for
scholarship and Homepage was made for University of
Inner Mongolia for the Nationalities.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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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행사
Event of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1983년부터 시작된 창립기념행사는 바자회 및 후원의 밤을 함께 개최하여 모금된 후원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
해 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2001년 다낭 선의 선교병원 후원의 밤을 시작으로 창립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특
히 25주년과 30주년 창립기념행사를 통해 재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Beginning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in 1983, rummage sales and sponsor nights have
been held to support neighbors in need. In 2000's, it begins on the anniversary of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ith the start of sponsor nights for the Da Nang Sunny General Hospital in 2001. Especially, on
the 25th and 30th anniversaries, there was a retrospective on history of the foundation and visions for the
future were displayed.

2001년 12월 19주년 창립기념식 및 다낭 선의 선교병원
후원의 밤
19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and sponsor
nights for the Da Nang Sunny General Hospital in December 2001
2001년 12월 19주년 창립기념식 및 다낭 선의 선교
병원 후원의 밤
19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and
sponsor nights for the Da Nang Sunny General
Hospital in Dec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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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창립 25주년
25th Anniversary of Foundation in 2007

2000 - 2012

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창립기념행사

112

Event of Celebrating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2005년 창립 23주년 기념식

2010년 경남지회 10주년

23rd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in 2005

10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in 2010

2009년 11월 30일 창립27주년 기념식

2011년 재단창립 29주년 및 관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4주년

27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in November 30, 2009

29th Anniversary of Foundation and 24th Anniversary of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in 2011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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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창립 30주년
3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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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창립 30주년 기념식

30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in 2012

2012년 12월 3일 창립30주년 기념식에서 세종병원 정란희 이사장
감사패 증정

후원신청서를 작성중인 내빈
Guests are filling out an application for sponsorship

Delivering appreciation plaque to Jung Ran-He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Sejong General Hospital for 3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n December 3rd, 2012

2012년 12월 3일 창립30주년 기념식 축사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2012년 12월 3일 창립30주년 기념식 격려사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총장)

Congratulatory Message by Yu Jung-Geun, Chairman, Korean Red
Cross for 30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on December
3rd, 2012

Special Message by Yu Suk-Sung, Presiden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for 30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on December
3rd, 2012

2012년 12월 3일  창립30주년 기념식 축가 (최화진 테너)
Celebration Song by Tenor, Choi Haw-Jin for 30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on December 3rd, 2012

2012년 12월 3일 창립30주년 기념식
30th Anniversary Ceremony of Foundation on December 3r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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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도 | Thanksgiving Prayer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Almighty God who rules the whole lives, happiness and sadness of humans,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 모두를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로

Thank Lord for inviting us with helps in our uncertain daily life whenever

여기까지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여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선의의 작은 씨앗이 자라

한국선의복지재단
회장 오혜선

we reach on time.
Thank Lord for today’s development with growing small seed of Sunny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in fragile women’s hears and giving love to marginalized and suffering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neighbors and contributing to welfare improvement.

또한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Thank Lord for great love and blessing of granting to celebrate 30th
Anniversary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As the Word of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저개발 국가까지 선의의 뜻을 펼쳐

future be”( Job 8:7), Thank Lord for leading us to help people who suffer from

빈곤과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poorness and diseases have hopes by spreading will of Sunny from Korea to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developing countries abroad.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The Origin of Life, Lord,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저개발국가의

Thank Thee for blessing to grant heart surgeries and new lives for inborn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수술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cardiac children from Vietnam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Please grant your huge blessing to institutions and supporters who have
지난 30년 동안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여러 기관과 후원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helped us for us to make meaningful works for last 30 years.
Please help us have concerns and loves for neighbors who suffer with
broader heart, escaping from selfish minds.

우리 모두가 이기심에만 머물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Oh Hye-Seon
President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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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Congratulatory Message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분들 앞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982년에 시
작하여 대한민국에 선한 뜻을 심고 가꾸어 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한국선의복지재
단이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귀한 뜻 앞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났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제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또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다른 성숙기로 들어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주기 이사장님
한 분의 꿈과 비전이 오늘을 이루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동역자와 협
력자가 꾸준한 인내와 열정으로 오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회가 깊습니다.
아마 여주기 회장님과 동역자들은 이 비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성공하게 되면 더 큰 꿈을 꾸게 되
고 그 분들이 실패하게 될 때도 꿈을 이루는 길을 다시 찾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 이루
었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인생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교육으로 노력으로 훈련으로 사회 직위나 재물, 명예를 이
루는 성공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열매로 채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
누어 주고 비워주고 헌신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행복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은 경험하신 분만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일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만불의 소득을 넘어서 5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선진국가의 대열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에 선 우리나라가 참으로 진면목의 선진국이 되려면 이제까지 자신을 위한 열심(熱心)이 있었다면
이젠 남을 위한 열심(熱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복지재단의 꿈과 같이 더불어 사는 선의가
선진국가가 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을 추종하는 멘탈리티(mentality)로
갔다면 이제는 주도하는 멘탈리티(mentality)로 가야하는 위치에 서있습니다. 선의복지재단과 같은 나눔과 배려
로 더 큰 동반자를 만들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십자 총
재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I

am thankful that I am able to stand here and give
a speech to guests who put boundless love into
practice.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established in 1982 and dedicated to spreading good
will and providing for people in need, is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It is a great pleasure and
honor for me to offer my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Korean Red Cross.
People say that one generation passes every 30
years. It seems to me that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s entering into a stage of maturity. When
I think about the fact that the dream and vision
of Ryo Joo-Ki, chairman of the foundation’s board
of directors, made this day possible and that the
consistent perseverance and passion of her fellow
workers and collaborators who she brought together
is what brought us to this day, I am deeply moved by
the fact that God is here with us today.

I believe that chairman Ryo and her fellow workers
already knew this secret: When you are successful,
you dream even bigger and when you fail, you
know that God can help you find the way to success.
That is how they have achieved the success we are
celebrating today and I heartily congratulate them.

After working so hard for itself to reach this point, I
think it is now time for South Korea to become a true
developed country by working hard for others. Doing
good for others, and so striving to bring to fruition the
dreams of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s the
foundation of a truly developed country.
So far South Korea has followed other developed
countries, but now it is the time to lead. I am thankful,
as the chief of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that we
have an organization such as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to help people understand that we are
all companions and to help build a happy society
through sharing and consideration of others.
I strongly believe the next 30 years will be even
greater for your organization since your dreams
and your work will be in favored by God with his
promises and his grace. I thank all of you here
who work together with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to help it realize its dreams through your
will, sincerity and passion. Thank you!

Yu Jung-Geun
Chairman
Korean Red Cross

There are two ways that people can spend their lives:
First, a person can fill his life with education, effort
and training in an attempt to achieve a high social
position, wealth, or honors. Second, a person can fill
his life with the fruits of the spirit by sharing with
others and giving to others with commitment and
humility. I am sure that is another secret known only
by those people who have been able to experience
true happiness by leading their life in the second way.

여러분이 하시는 꿈과 일이 주님 안에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더 큰 30년을 향해서 반드시
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귀한 분들의 뜻과 정성과 열정으로 선의복지재단의 꿈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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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say South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now,
with a total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and a
GDP per capita of over twenty thousand dollars.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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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 Special Message

한 해가 저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계절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때입
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설립되어 전 세계 빈곤과 질병에 고통
받는 이웃과 저개발 국가를 돕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오늘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30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모금 후원의 밤이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총장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을 30년 전에 설립하신 여주기 이사장님,
재단을 운영하고 계신 문영기 회장님, 그리고 선의에 동참하신 여러분께 감사와 격
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23년 전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설립하여 기증해
주셨고, 그 밖에 학교를 위해 여러 도움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회적 실천입니다. 한국선의복지
재단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옆에 세계적 심장병 전문병원인 세
종병원이 있습니다. 세종병원 박영관 회장님께서는 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발생률과 생존률은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의 저개발국가에는 아직도 수십만 명의 선천성 심장병

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t is December; the end of the year and that time
of year, more than any other season, to think about
neighbors in need. I heartily congratulate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established to practice
love of neighbor by helping sick and poor people all
around the world in low income countries, on its 30th
anniversary.
Today, as a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we are going to have
a sponsorship night to raise money for surgery
for children with heart diseases. I would like to
thank Ryo Joo-Ki, chairman of the foundation’s
board of directors, Moon Young-Kee, president of
the Foundation and all of you who support the
foundation.
The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currently
operated by th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by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23 years ago.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is and
for your help for the school.

and the command of God.
There is an old saying “A house built through
good deeds will be a place of joy, but a house built
through wrongdoing will experience disaster. And
a house built with good deeds will bring happines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a house built
with wrongdoing will bring evil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must remember that.
I wish the blessing of God upon all of you who
came here today to do good deeds. I hope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hich has worked to
increase the warmth of our love and which brings life
to children on their deathbed, has further success and
does even greater deeds. God bless all of you and
peace to you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u Suk-Sung
Presiden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지금까지 250여명의 어린이들의 생명
을 살렸고, 해나가야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남은 경사가 있고 불손을 쌓은 집안에는 남은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자손에까지 경사가 미치고 악행을 거듭하는 집안에는 자손 대대로 재앙이 오는 법
입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이요 적불선지가 필유여앙(積不善之家必有餘殃)”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속에 사랑의 온도
를 높이고 죽어가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주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이 발전되고 더욱 훌륭
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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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ity teaches us to practice the love of God
and love our neighbors. Love is a social practice. In
my opinion, the work of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s indeed to practice the love of God. The
Sejong General Hospital for cardiac surgery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Park
Young-Kwan, the president of the hospital, has noted
that South Korea has a low incidence of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and a high survival rate of
those who do.
Bu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uch as Vietnam,
Laos, and Myanmar, hundreds of thousands of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still die each
year.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has saved
the lives of 250 children so far and there is still much
work to do. I think this work is our duty in this era

www.sunnykorea.org 

123

Chapter Ⅳ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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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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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노인요양센터
Sunny Korea Sanatorium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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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어린이집
Sunny Korea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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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지역아동센터
Sunny Korea Community Childre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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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12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25년 파노라마
25 years of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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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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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1

2

3

4

5

6

7

8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봉천동)
• 연락처 : Tel_02-886-9941~3 Fax_02-874-4048 E-mail_gw9941@hanmail.net
• 설립년도 : 1987년 12월
• 설립취지 :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서비스제공 사업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홈페이지(링크) : www.goodwill.or.kr

사진설명                    
1. 사례관리
2. 정서지원사업
3. 기온누리교실
4. 이혼가족지원사업
5.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6. 경로당 활성화
7. 해피시니어스쿨
8. 은빛하늘지기봉사단

육지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구성원으로의 올바른 성

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뿐 아

장과 개인의 역량강화를 추구하며 청소년기 발달과업에 최

니라 더 나아가 경로당을 주체

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적인 여가활동의 장으로 만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사례

이혼가족지원사업

기 위해, 경로당 임원진 역량강

파트 연합회장), 김성천(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부터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

화와 경로당 네트워크 프로젝

권춘택(봉천동 나눔의집 원장), 김인호(성현동장), 이두

느끼고 고민했던 점들을 기록하여 「사례관리 실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저소득 이혼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

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관악구 중화요리 봉사단), 조애옥(관악구청 자원연계팀

(푸른복지출판사.2012)를 출판하였습니다.

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사회적 성숙이 낮

해피시니어스쿨

장)

를 출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례, 알콜 사례, 긴급치료

은 자녀들에게 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달라진 가족체계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 조직도

지원 사례, 정신질환 어르신 지원 사례 등 다양한 지원을 통

에 적응이 필요한 부모에게 부모교육 과 다양한 가족정서지

2003년부터 노인특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

해 서비스 이용자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8개 기관과 네트

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취미여가·교육문화영역에서 총 25

살아나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워크 활동을 통해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약 300명의 어르신이 참여

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주최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한 생활체육대회 및 문해학습대회 등에서 다년간 수상을 하

어르신의 지지체계를 확장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는 지역사회

였습니다.

위한 정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외모관리

에서 일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왕따문제를 해

은빛하늘지기봉사단

를 통한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거울아 거울아”, 일상생활 역

결하고 싶다는 의견을 모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해피시니어스쿨 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5개의 봉사단(도시

량강화 프로그램 “홀로서기!다시서기!함께서기!”, 2010년 자서

누구나에게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알리고자 “동화책”이라는

락배달, 건강음료배달, 환경개선, 종이접기, 풍선아트)과 2개

전 형식의 책자 발간 프로그램 “내(內)발자국”, 2011년 정서적

매체를 활용하기로 했고 “한국아이 태국아이 한태”를 만든

의 역량강화교육, 자주활동모임을 포함한 ‘은빛하늘지기봉사

지지망 형성 프로그램 “두리하나” 등 점차 사업을 확대했습

김하루 작가님의 지도하에 6개월에 걸쳐 동화 “달려라, 신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명의 봉사단원이 활동 중이

니다.

오”를 완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단체

며, 재능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행사 및 본 복지관 사업

에 동화책을 나누었고, 이 활동은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대

과 연계하여 종이접기, 풍선아트를 통해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조직구성

2. 사업안내

○ 위원장 : 최인광(은천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례관리

○ 위 원 : 문정인(기관대표), 황도임(관악드림타운 부녀회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장), 박윤호 (우리은행 봉선서지점장), 기호갑(관악구 아

정서지원사업

○ 시설안내
- 지상 4층: 피아노 교실, 컴퓨터 교실
- 지상 3층: 선의노인요양센터, 관장실
- 지상 2층: 사무실, 대강당, 상담실
- 지상 1층: 선의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실
- 지하 1층: cafeteria, 은빛교실, 금빛교실, 별빛교실,
달빛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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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누리교실
가온누리교실은 관악구 내 청소년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청소년 중심형 통합지원 야간보호사업으로 중등·고등교육

경로당 활성화

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보호 및 정서지원사업

관악구 성현동, 은천동 내에 위치한 경로당 중 5개소를 선정

을 주축으로 하며, 청소년 참여자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교

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교육, 여가, 건강,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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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 Address: 1699-6, Seonghyeon-dong, Gwanak-gu, Seoul, Korea
• Phone: T 02-886-9941~3 Fax: 02-874-4048 Email: gw9941@hanmail.net
• Year of Foundation: December of 1987
• Purpose: The center intends to conduct overall social welfare works including the reinforcement of family
functions, helping and protecting local communities and so forth in order to enhanc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and conduct effectiv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 Homepage: www.goodwll.co.kr

1. Organization

2. Work Description

•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Choi In-Kwang
(Senior Pastor at Euncheon First Church)
• Members : Moon Jung-In(Representative), Kim In-Ho
(Seonghyun-dong Head), Hwang Do-Eim(Gwanak-gu
APT Women's Association), Kim Sung-Chun(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t CNU), Han KyuBong(Woori Bank Bongsun Branch Head), Lee DuPyo(Gwanak-gu Chinese Food Service Group), Kang
Gwang-Ha(President of Bongcheon-dong Sharing
House), Ki Ho-Gap (President of Gwanak-gu APT
Association), Park Jin Soon (Head of the Welfare Policy
Department at Gwanak-gu District Office)

• Case Management Project

• Organization Chart

• Facility
- 4th floor: Piano class, computer class
- 3rd floor: Sunny Elderly Care Center, Director's Office,
Counseling Room, Group Counseling Room
- 2nd floor: Office, grand hall, department head office
- 1st floor: Sunny Children's House, Local Children
Center, Seum Class
- 1st floor underground: Cafeteria, Silver Class, Gold
Class, Starlight Class, Moonligh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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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management project exists to help local
residents who suffer from complicated living problems
to communicate with local society. The book “Case
Management in Action”1) was published, compiling
social workers' actual experiences.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provides case
management service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problems, alcohol problems,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mental illness treatment for senior citizens.
These services allow beneficiaries to find the strength
to live their daily lives and lead local communities to
welcome them into society.

관악드림타운부녀회와 함께하는 알뜰시장

경로당네트워크 프로그램

Flea Market with Gwanak Dream Town
Women Association

Network Program for Hall for the Aged

of society, this project helps students build their academic
abilities and learn roles as a member of society.

• Divorced Family Outreach
Since 2009,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has
offered services for divorced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handle difficulties of divorce. This service
provides an emotional adaptation program to children
who are emotionally unstable and socially immature. To
their parents,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offers various programs to adapt to a new family order
and environment. Divorced family outreach programs are
supported professional programs by 8 organizations in

• Psychological Support Project

Seoul.

The purpose of the Psychological Support Project is to
give low income seniors the inner emotional strength
to secure their own satisfaction. "Mirror, mirror" was a
project designed to build confidence, "Not alone, but
standing again with others!" was the project held in 2009
in order to strengthen seniors’ ability to live a sound
life in their own way. In 2010, the project expanded
to publish the autobiographical book named "Inner
footprint". In this context, the project "Durihana" was
started in 2011 to build an emotional support network.

• Youth Volunteer Group

• The class of Gaonnuri Project
The class of Gaonnuri is a stepping stone of our Youth
welfare program which is the shelter for teenagers in
nighttime in Gwanakgu. It has two main goals; to protect
teenagers from harmful environments at night and to
give them emotional support.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built up the educational system improving
their academic ability. In order to create valued members

The Youth Volunteer Group started from an awareness
that bullying children from local multi-cultural families
is a serious problem. Students brainstormed ideas to
help solve this problem. They made a storybook about a
multi-cultural family to show that diversity is a strength,
not a weakness. This book was advised by author Haru
Kim who wrote Korean-Thai Hantea. It took 6 months
to finish the storybook “Run SinZhao” This book was
distributed to many local kindergartens, local children
centers and organizations. This program took a role to
give positive perceptions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around us.

Seonghyeon dong and Euncheon-dong of Gwanak-gu.
These programs help seniors not only to have sound
leisure time, but also develop a senior community as
an independent leisure place for seniors. Networking
with other senior communities and training courses also
provided for leaders to strengthen their management
ability.

• Happy Senior School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has been
selected as an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senior care
services since 2003 to secure a sound and healthy life
for people over 60. We have 25 programs in the fields
of health, leisure, and education which 300 seniors
participate in. This school has been granted several prizes
at athletic meetings and essay contests held by the Seoul
government.

• Eunbit Hanuljigi Volunteer Group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runs Eunbit
Hanuljigi Volunteer Group which consists of five
volunteering and two training courses. The 29 members
work in projects like delivering lunch boxes, providing
healthy drinks, making environmental improvements
and promoting educational sharing. Eunbit Hanuljigi
Volunteer Group shares what they have learned with the
local community.

• Revitalizing Senior Community Center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provides
various programs related to education, hobbies, health,
and daily living for five senior community centers in

www.sunnykorea.org 

129

선의노인요양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699-6
• 연락처 : Tel_02-882-7134 Fax_02-874-4048
• 설립년도 : 2004년 12월
• 설립취지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care센터 입소를 통해

심신기능회복 및 전문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

Sunny Korea Sanatorium for the Elderly
• Address: 1699-6, Seonghyeon-dong, Gwanak-gu, Seoul, Korea
• Phone: 02-882-7134 Fax: 02-874-4048
• Year of Foundation: December of 2004
• Purpose: The center provides programs of physical and mental recovery and professional rehabilitation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who cannot lead everyday life alone due to mental or physical problems. It provides
professional social welfare services to reduce the cost of family supports and reinforce family functions so that
the elderly with dementia can lead sound and stable living in their community along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Facility Information

1. 시설안내

2. 사업안내

○ 사무실 : 행정 업무 및 대상자와 보호자 상담. 기조건강

○ 상담서비스 : 생활환경 및 건강 문제 상담 및 문제해결

체크 및 의료기자재 및 비상약품 비치
○ 프로그램실 : 인지기능 회복사업, 심리사회적 증진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취미활동 공간

○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
○ 신체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

○ 침실 : 취침공간

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작업치료

○ 물리치료실 : 건강 차트작성, 운동기구 비치하여 운동치료

기구를 이용하여 잔존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
○ 식당 및 조리실 : 어르신 식사 준비, 영양 간식 준비를 위
한 주방공간
○ 화장실: 규칙적인 위생처리와 용변처리를 위한 화장실
○ 샤워실 : 세면, 목욕서비스를 위한 위생공간, 세탁서비스
○ 배회로 :대상자의 내부 운동 활동공간
○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 기구 배치,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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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여가 서비스 : 고품격 여가생활을 통한 건전한 노인
정서함양
○ 인지기능회복사업 : 미술치료, 음악치료, 회상치료, 일상
생활적응훈련, 현실감각훈련 등
○ 기타 : 급식서비스, 사회적응훈련, 후생서비스, 자원봉사,
생신잔치 등

• Office: Administrative work, counseling patients and
guardians, basic health check, medical equipment and
medicine
• Program Room: Space for various programs and leisure
activities such as cognitive function recovery,
psychosocial enhancement project and so forth
• Bedroom: Space for sleeping
• Physical Rehabilitation Room: Make health chart and
provide exercise therapy by using exercise machines
• Restaurant and Kitchen: Kitchen for preparing
nutritious meals for the elderly
• Restroom: Restroom for hygiene and waste disposal
• Shower Room: Clean area for bathing and doing
laundry
• Wandering Route: Indoor exercise space for patients
• Emergency Preparation Facility: Install fire extinguisher,
facility to prepare for disasters

the elderly through high quality leisure activities
• Cognitive Function Recovery: Art therapy, music
therapy, recollection therapy, living adaptation therapy,
sense of reality training and so forth
• Others: Dietary service, social adaptation training,
hygiene service, voluntary service, birthday party and
so forth

2. Work Description
• Counseling Service: Counseling about living
environment and health issues
• Medical Service: Check health state and recovery state
by providing medical service
• Physical rehabilitation service: Alleviate pain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rehabilitation through
function recovery training and partial treatment
according to health problems and improve residual
ability by using work therapy tools
• Hobby and Leisure Service: Create healthy emo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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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어린이집
Sunny Korea Kindergarten

선의지역아동센터
Sunny Korea Community Children Center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699-6
• 연락처 : Tel_02-886-9941 Fax_02-874-4048

E-mail_gw9941@hanmail.net
• 설립취지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보호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
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699-6
• 연락처 : T 02-885-9770 E sunhee9770@hanmail.net
• 홈페이지(링크) : cafe.daum.net/happysunee
• 설립취지 : 아름다운 생각과 말, 아름다운 행동을 통

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가르
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건

• Address: 1699-6, Seonghyeon-dong, Gwanak-gu,
Seoul, Korea
• Phone: 02-885-9770
• Email: sunhee9770@hanmail.net
• Homepage (Link): cafe.daum.net/happysunee
• Purpose: The house teaches wisdom and beautiful
smile to children so that they can live in harmony
with other through beautiful thoughts, words
and behaviors. The house tries to cultivate creative
thinking and sound personality so that children can
have healthy body and mind.

강한 몸과 마음의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 홈페이지(링크) : www.goodwill.co.kr

1. 조직구성

1. Organization

○ 대표 : 문정인

• Representative: Moon Jung-In
• Department Head: Nam Sung-Ju
• Team Leader: Jung Young-Kyu
• Facility Head: Choi Mi-Jin
• Social Worker: Kim Sun-Ji

○ 부장 : 남성주
○ 팀장 : 정영규
○ 시설장 : 최미진
○ 생활복지사 : 김선지

2. 사업안내
1. 조직구성

1. Organization

○ 원장 : 김희정

• Director: Kim Hee-Jung
• Teacher: Jung Kyung-Ja, Song Sook-Bin, Lee Hee-Sook,
Cho Eun-Jo, Kang So-Hee
• Cooking Department: Cho Young-Sook
• Nurturing Aid: Eim Eul-Ran

○ 교사 : 정경자, 송숙빈, 이희숙, 조은조, 강소희
○ 취사부 : 조영숙
○ 보육도우미 : 임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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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1699-6, Seonghyeon-dong, Gwanak-gu,
Seoul, Korea
• Phone: 02-886-9941 Fax: 02-874-4048
Email: gw9941@hanmail.net
• Purpose: The project is to protects children in the
local community from after school to late evening
providing services to reduce families' childcare cost
and improve children's studying ability. It provides
comprehensive childcare service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o that children can
grow healthy.
• Homepage (Link): www.goodwill.co.kr

○ 교육프로그램 : 개별학습지도, 한문교육, 시청각활동, 특
기적성 활동 등
○ 사회성 증진 : 문화체험, 캠프, 생일잔치, 소풍 등
○ 기타 : 기본 생활영위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등 아동케
어 서비스

2. Work Description
• Education Program: Individual study guide, Chinese
character education, multimedia activity, special activity
and so forth
• Improvement of Sociality: Cultural experience, camp,
birthday party, picnic and so forth
• Others: Childcare service such as basic living program,
everyday life support and so forth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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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12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25년 파노라마
25 years Panorama of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138

1987-1989  1980년대 | In the 1980's

144 1990-1999  1990년대 | In the 1990's      
146 2000-2012  2000년대 | In the 2000's

134

www.sunnykorea.org 

135

1987 - 1989
1980년대
In the 1980's
이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1987년 봉천동 선의은행 종합사회복지관(現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어 지
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건립 당시 이사님들은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나누어 짓자는 의미로 땅을 파놓은 부지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운 날, 땅에 스티로폼을 깔고 비닐
을 쓰고 한 정성어린 기도 속에서 무사히 건립되어 개관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Thanks to the prayers and commitment of the board members, The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was established in 1987 in Bongcheon 5-dong (previously called Namhyeon-dong), Gwanak-gu, Seoul, South
Korea, providing community welfare.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center, as the construction site
was being excavated, the board members prayed together at the site for a sign that the center could be built,
even if only one brick. On a cold day, they prayed while laying plastic sheets on the ground and over their
heads. Thanks to this, the center was established without problems and is still in operation.

개관식 테이프 커팅
Opening Ceremony Tape-Cutting

1987년 3월 봉천동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
Ground Breaking Ceremony of Sunny Bank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dong on
◀ March, 1987

▼

1987년 12월 4일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Opening Ceremony of Sunny Bank Social Welfare
Center on December 4th, 1987

기공식 초청장
Ground Breaking Ceremony Invitation

136

행사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는 모습
Distributing leaflet for the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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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1989

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1 2

봉천사회복지관 내 독서실 | Library and Reading Room in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dong

4

3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들을 위
1 봉천동
해 식사준비를 하는 모습
Preparing meals for children in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dong
우수상
2 전국노인학생연합예능발표회에서
을 수상한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경로대학  
학생들

1988년 7월 정기강연회

봉천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타 수업을 받는 학생들

Regular Lecture in July 1988

Guitar Lesson for Students in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dong
복지관 내 독서실에서 공부중인 학생들
Students studying in Reading Room of Social Welfare Center

Students for School Program of the Aged
in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dong
who were awarded in National Senior
Students Entertainment Competition

3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여름방학 개구쟁이
교실에서 공부와 레크레이션을 하는 아이들
4 Children who enjoyed studies and
recreation in summer vocation class in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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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1989

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 Education and Meeting for Volunteers

◀

◀

복지관 청소년부 가을소풍
Autumn Picnic for Youth Club of
Social Welfare Center

복지관 청소년부 | Youth Club of Social Welfare Center

140

복지관 내 독서실 매표소 앞

1989년 선의체육대회

Ticket Office for Reading
Room in Social Welfare
Center

Sunny Sports Festival 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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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1999

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1990년대
In the 1990's
1992년 3월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한 복지정책에 따라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고 당시 215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실직여성가장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총 8개의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취업 및 부업안내, 피부관리,
메이크업, 홈패션, 양재, 헤어미용, 요리, 성인컴퓨터 등 여성의 취업을 위한 교육이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1998년 IMF 금융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실직한 노숙자들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노숙자의 보금자리를 마련
하고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노숙인 쉼터 “희망의 집”을 개소하였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welfare policies of th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since March
1992, an in-home care service center was opened. Without having to visit social welfare facilities, people
can receive services at their homes. At the time, it was planned that the center would provide services for
250 families. A total of eight courses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unemployed women are offered.
Women have been actively assisted with employment including both full-time and part-time job assistance,
in fields such as skin care, cosmetics, home fashion, couture, hair and beauty, cooking, computer courses for
adults, etc. The numbers of unemployed homeless people surged due to the IMF financial crisis in 1998, so a
homeless shelter, "The House of Hope" was established to provide shelter and job training.

1 1992년 2월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소

2 1995년 1월 부설 선의어린이집 개원

Opening of Sunny Korea Kindergarten
in January 1995

Party for Respecting the Aged,
Inviting the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on May 14th, 1996

1 2
3 4
◀

◀

Opening of Home Welfare Volunteer
Center in February 1992

1996년 5월 14일 무의탁노인초청  
경로잔치

봉천동 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 정규과정 수료 및 개강식
Completion and Opening Ceremony of Regular Course of
Home Welfare in Social Welfare center, Bongcheon-dong

3 1994년 1월 경로식당 운영

Management of Diner for the Aged in
January 1994

4 1995년 2월 실직여성가장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Management of Job Training Program for
Unemployed Women in Febru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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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2000년대
In the 2000's
2002년 노인복지 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노인기능특화사업복지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정보이용시설인 Goodwill IT Plaza를 개소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
다.
2010년에는 청소년 야간보호와 정서지원, 학업능력향상을 위해 방과 후 교실인 “가온누리”를 개소하였습니다.
The foundation has been designated as center for specialized services to the aged after the foundation’s
excellent senior outreach services program was recognized in 2002. In addition, information facilities, the
Goodwill IT Plaza, was opened in 2005 for the free use of local residents. In 2010, "Ga-on-nu-ri", an after
school class, was established to provide for evening care for youth, who receive emotional support assistance
in improving academic skills.

◀

2006년 은빛하늘지기발대식
Starting Ceremony of Silver Sky Keepers,
2006

◀

2005년 8월 다기능정보이용센터 GoodWill IT
Plaza 개소
Opening GoodWill IT Plaza(Multi-functioned
Information Center) in August 2005

2002년 11월 서울시 지정 노인기능특화사업 복지관 지정
Appointed as Social Welfare Center with Project for
specializing in the Aged by Seoul City in November 2002

144

www.sunnykorea.org 

145

2000 - 2012

한국선의복지재단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2008년 6월 11일 쌍계초등학교와 자매결연
Establishment of Sisterhood with Ssangye Elementary School on Jun 11th, 2008

2010.04 청소년 방과후교실 “가온누리” 개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011년 7월 지역내 경로당 연합 척사대회(윷놀이)

Opening of After-Class Study Room for Youth “Gaonnuri” (Supported by Chest of Korea) in April 2010

Local Senior Citizen Yut Game Competition in Ju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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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f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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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어린이 초청 무료수술사업
Project of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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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의 모든 과정
Process of Free Surgeri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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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술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명단
The List of Free Operation Provided b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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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토리-222명의 아이들과 함께 한 순간!!
Inspiring Stories - Together with 222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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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어린이 초청 무료수술사업
Project of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2001년 당시 베트남에서 30,000명의 어린이들이 심장병으
로 고통 받고 있었으나 의료시설 부족과 빈곤으로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다. 심장병에 걸린 어린이들은 정상
적인 신체적 성장이 어렵고, 마음대로 뛰어 놀지도 못한다.
또한 환아의 부모에게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
적 고통이 따른다. 누군가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를 낫게 해
준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회생시켜주
는 것이었다.
2001년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부천 세종병원과 협력하여 베
트남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베트남에
서는 베트남 복지부 산하 베트남 아동보호기금이 파트너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한국심장재단, 여의도순복음교회, 세이브
더칠드런, KT&G, 유진크레베스 등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사
업을 지원하였다.
베트남 아동보호기금에서 수술 대상 어린이를 선정하면 한
국으로 초청하여 입원부터 수술, 회복과 출국까지의 모든 과
정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다. 비용은 각 기관과 기업, 개
인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3명의 베트남 어린이로 시작한 본 사업은 매년 수
술 어린이들의 숫자가 증가했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마닐라 등 지원 대상 국가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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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Activities of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In 2001, about 30,000 children were suffering from heart
diseases and were dying due to poor medical service and
poverty. Children with heart disease do not grow normally
or play freely. The parents also suffer from ecological and
mental stress. Healing a child with heart disease not only
save a life but also save a family.
In 2001, in cooperation with Bucheon Sejong General
Hospital,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began providing free surgeries for the children in Vietnam. In Vietnam,
Vietnam Children's Protection Fund under the Department
of Welfare became a partner. In Korea, many organizations
such as Korea Heart Foundation, Yoido Full Gospel Church,
Save the Children, KT&G, Yujin Creves Co., Ltd and so forth
supported the project.
When a child is selected by Vietnam Children's Protection
Fund, he or she is then invited to Korea and everything is
provided for free including, traveling, hospitalization, operation and recovery. The cost is covered by donations from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베트남아동보호기금
Vietnam Children's
Protection Fund
베트남남적십자사
Vietnamese Red Cross

선정
Selection

수술
Operation

Understanding the
Heat

후원
Support

부천세종병원
Bucheon Sejong Hospital
건국대학교병원
Konkuk University Hospital
서울아산병원
Seoul Asan Hospital
서울백병원
Seoul Baek Hospital

유진크레베스 | Yujin Creves, 한국심장재단 | Korea Heart Association,
한국밀알선교회심장재단 | Korea Milal Mission Heart Foundation, Save the Children
여의도순복음교회 | Yoido Full Gospel Church, 개인후원 | Indivisual Donation

한국선의복지재단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중국 | China
미얀마 | Myanmar
라오스 | Laos
캄보디아 | Cambodia

베트남
Vietnam
캄보디아
Cambodia

베트남 | Vietnam

한국선의복지재단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라오스
Laos

중국
China

미얀마
Myanmar

The project began with 3 children in 2001 and more children received surgeries every year. Other children from
Philippines, Cambodia and China also received th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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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의 모든 과정
Process of Free Heart Surgery for Children

3. 한국 입국

5. 수술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의 초청과 수술, 출국과 출국후 개별적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아이
들과 가족을 돌보며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술 대상으로 선정되어 초청받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사히 수술 받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내에서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1. 서류검토나 무료검진으로 아동 선정 ➡ 2. 첫 만남 ➡ 3. 한국 입국 ➡ 4. 정밀 검사
➡ 5. 수술 ➡ 6. 회복 ➡ 7. 관광 ➡ 8. 출국 ➡ 9. 사후관리

1. 수술 대상 어린이 선정

2. 첫 만남

한국선의복지재단 인솔자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
다. 10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10세 이상의 아동은
보호자 없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수술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공항에 마중 나오는 재단 직원과 수술 병원 및 관련 기관
과 후원자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서로 인사를 나눕니
다. 설렘과 긴장에 마음과 얼굴이 굳어있지만 이내 따뜻한
환영 속에 미소를 찾게 됩니다.

4. 정밀 검사

심장병 환아의 기록이 중앙기관인 NFVC(베트남의 경우
임, National Fund for Vietnamese Children)에 전달되면
NFVC에서 1차 대상 아동을 선별하여 한국선의복지재단에
전달합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 또
한 보건국 등 정부기관이나 지역 담당자들이 1차 선별합니
다. 기록이 한국의 각 협력병원(부천세종병원, 건국대학교병
원, 서울아산병원, 백병원 등)에 전달되면 의료진들이 회의와
검토를 거쳐 수술대상 아동을 선별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
로는 전문의료진이 대상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심장초음파등의 검진을 실시 수술 대상아동을 선
별합니다. 이때 수술 시기가 너무 늦었거나 여러 번의 수술
을 해야하는 아동은 안타깝게도 수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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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이
미 선정되어 한국
으로 수술을 위
해 출국할 어린이
들이 베트남 하노
이 NFVC(National
F u n d f o r
Vietnamese
Children)사무실,
혹은 지역공무원 사무소에 보호자와 지역 공무원과 함께 모
입니다. 재단 측과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며 긴장감을
해소하고 얼굴을 익히는 소중한 첫 인연과 만남의 시간입니
다.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
동하여 입원 수속을 밟습니다.
입원 후 바로 심전도, 혈액검사.
소변 검사, 심초음파검사, 심도
자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고 수술 일정을 잡게
됩니다.

수술 준비를 마치면 병
동에서 진정제를 투여하
고, 수술실로 가게 됩니
다.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진행하며 심장과 폐의 기
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
킨 상태에서 흉부절개로
심장을 열고 수술을 시행
합니다. 심장은 몇분만 정지되어 있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
으므로 수술 때문에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하는 사이 인공
심폐기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술 후에 정상적으
로 박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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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복

수술실에서 나오면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봅니다. 인
공호흡기과 각종 흉관 및 중심정맥관 소변줄 등을 꽂은 채
활력징후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 모니터를 연결하고 각종 배
액관들을 관찰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숨을 쉬다가
점차 자발호흡을 늘려가며 인공호흡기를 빼게 됩니다. 수술
아동의 상태나 수술 후 경과에 따라 이 기간이 다를 수 있습
니다.
아동은 진통제나 진정제 등을 통해 통증 조절을 하고 치료
도 합니다. 점차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를 Ep고 심장기
능 및 혈압조절을 위한 약이 줄어들게 되며, 수술 후 출혈 등
의 합병증 여부를 검토한 후 일반 병실도 이동하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시간은 수술 받은 아동과 기다리는 아동
의 보호자에게 무척 힘든 시간입니다. 아동은 낯선 나라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자 아픔을 이겨내야 하고, 아동의 보
호자는 걱정 탓에 눈물을 흘리며 식사조차 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더욱 힘이 들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단
에서 파견하는 통역 봉사자가 상주하여 의사와의 통역을 돕
는 것은 많은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 또
한 대화를 시도하고 보호자와 통역봉사자의 면회를 통해 환
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되면 수술 부위에 튜
브를 연결한 채 오게 됩니다. 기침으로 가래를 많이 뱉고
x-ray를 통해 경과를 지켜본 뒤 튜브를 뺍니다. 이후 심장초
음파로 수술 상태를 확인하고 상처 소독을 거쳐 일주일 뒤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과 회복 기간 동안의 고통이 지나가면 언제 아팠었냐
는 듯 빠른 속도로 건강을 찾습니다. 청색증으로 입술과 손,
발이 파랗던 아이는 수술 뒤 바로 정상적인 색을 찾고 숨이
차던 아이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154

7. 관광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
에게는 수술을 위한 방문이지
만 아이와 보호자에게는 생애
첫 해외여행이기도 합니다. 회
복을 마치고 의사의 동의를 얻
은 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관
광을 하게 됩니다. 63빌딩이나
롯데월드, 아인스월드, 남산 타
워 등을 둘러봅니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8. 귀국

9. 사후관리

3주에서 5주정도의 한국생활
을 뒤로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게 됩니다. 아동은 집에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지만 보호자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함께 했던
이들과의 헤어짐이 아쉽고, 후
원자분들의 사랑에 뜨거운 감
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
은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
다.

한 번의 수술로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사례를 종결시키지 않
고 이후에도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재발여부도 확인합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아동의 학교생활 등을 체크하여
1:1결연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하
기도 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과 가정을 살펴봅니
다.
한국의료진이 수술아동선정을 위해 현지에 방문했을 때 기
존에 수술 받았던 아동들을 검진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한 아이에게
도움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한국
선의복지재단은 수술 받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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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peration

Process of Free Heart Surgery for Children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takes care of all processes that cardia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need such as invitation, surgery, and travel. It also pays all the
costs. When children are selected as beneficiarie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vouches for the invit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Korea to make sure they get
proper treatment.

5
6

1

1. The Child Selection (through document or free checkup) ➡ 2. First
Meeting ➡ 3. Entry to Korea ➡ 4. In Depth Medical Inspection ➡
5. Operation ➡ 6. Recovery ➡ 7. Sightseeing ➡ 8. Departure to their
Own Country ➡ 9. Follow up Service

1. The Child Selection
2

3

4

When the record of young cardiac
patients is collected, NFVC (National
Fund for Vietnamese Children, in case
of Vietnam) nominates the children
with heart disease and sends the list to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Other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Cambodia,
Laos, and Myanmar also nominate the
children by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or area director first. The records
arrive to hospitals like Bucheon Sejong
General Hospital,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Asian Hospital,
and Beak Hospital. They all cooperate
with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The doctors of hospitals look through
the records of children and select
beneficiaries.
Alternately, a professional medical
team visits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examines young cardiac patients
directly. They get cardiac ultrasound
tests to determine whether they can get
surgery or not. If the condition of a child
is too poor to have surgery, or a child
needs more than one surgery, that child
unfortunately is taken off the beneficiary
list.

2. First Meeting
The children who were selected as
beneficiaries gather at the office of
NFVC(National Fund for Vietnamese
Children) or an office of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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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with their guardians.
It is the first place that the foundation
and the children meet, and it is an
important step to ease the tension and get
used to each other.

6. Recovery

7

3. Entry of Korea
The children come to Korea with
an instructor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t is a policy that children
under 10 should be with their guardians,
but children over 10 should come to
Korea without guardians. The children
take the first step to get an operation. At
the airport, the children will be welcomed
by officers from the foundation, hospital,
and patrons and greet each other. The
children ease their mind with a warm
welcome.

4. In Depth Medical Inspection
Right after arriving, they move to the
hospital and go through the admission
process for hospitalization. The doctor
sets a schedule for each child’s in-depth
inspection such as EKG, blood and urine
test, echocardiography, and cardiac
catheterization.

After the pre-op, the child receives a
sedative and moves to the Operating
Room. The surgery is under a general
anesthesia which temporarily stops the
function of the heart and lungs. Then, the
surgery takes place. It is not possible to
survive without a heartbeat. So, an artificial
heart and lung machine substitutes their
functions until they return after the
surgery.

8

9

The child is monitored after surgery
in the intensive care unit and put on a
respirator, central venous catheter, and
chest tube on his/her body. A monitor is
equipped to check the vital signs and the
drainage tube is observed. The period
of recovery depends on the condition
of child or the post-operative course.
Treatment using analgesic or sedative pills
controls the pain of the child. When the
child comes to his/her senses, a doctor
takes off the respirator and reduces
medicines that helped control blood
pressure and heart functions. After a
checkup for complications like bleeding,
the child moves to a general patient's
room.
The period in the intensive care unit
is very difficult for both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children undergo
painful moments in a intensive care unit
by themselves. Parents of the children are
worried about their children crying and
not eating well. At this time, volunteer
translators who help parents to understand
situation are emotionally very helpful for
parents and the children. The medical
team also tries to have a conversation and
meets volunteer translators and parents to
reassure them about the situation.
A tube is connected to the site of surgery
when the patient moves from the intensive
care unit to general patient's room. The
patient needs to spit out phlegm a lot
and be x-rayed to check the condition of
the heart. After this process, the tube is
removed. Later, echocardiography is used
for checking the condition of the heart,
and sanitization of the surgery location. A
week later, stitches are taken out.
After all the painful time has passed, the
children recover as fast as if they were

never sick before. The children whose
lips, hands, and feet were very pale now
regain their own colors. No more lack of
breathing for them.

7. Sightseeing
It is a visit for an operation for the
children who have congenital heart
disease, but also it is the first trip to
abroad for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After recovery, children are allowed to
travel around Seoul under the doctor's
permission. They go to the 63rd building,
Lotte world, Aiins world, and Namsan
tower. It is a precious time that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never forget.

8. Departure to their Own
Country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stay in
Korea for three to five weeks. Usually,
children are happy to go back to their
home, but parents feel sorry to say good
bye to so many people who helped
them. They are moved by the love of
our patrons and give thanks to them.
Sometimes children draw pictures or write
a letter to them to show their love.

9. Follow Up Servic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Korea
Welfare Foundation does not close a
case with a one time surgery. Even
when a child becomes healthy,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Korea Welfare
Foundation checks up on the condition
of the child and also checks for a return
of heart disease. Depending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a child and school
lif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Korea welfare foundation offers a 1:1
par tnership progr am. Moreover, it
provides a follow up service through local
networks. Sometimes a Korean medical
team visits the field and checks up on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Sometimes
special support and management is
provided to a child.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Korea Welfare Foundation
makes steady and persistent efforts for the
children to grow up healthy and be the
leaders of society.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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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연도
Year

무료수술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명단
The List of Free Operation Provided by 2012

2008

총 6개국 222명 어린이 수술
222 Children from 6 Nations

2001~2012

시행연도
Year

시행차수
Group

국가
Nation

인원
Person

2001

1

Vietnam

3

2002

2003

2004

2

Vietnam

4

3

Vietnam

5

4

2006

Vietnam

4

6

Vietnam

4

8

9

10

2007

158

5

5

7

2005

Vietnam

11

Vietnam

Vietnam

5

3

Vietnam

4

Vietnam

5

Vietnam

Vietnam

5

12

수혜아동
Name

Hoang Nuyen Khanh Trang
Hoang Thao May
Le Thi Thanh Phuong
Huynh Cong
Pham Thi Thu Hien
Doan Thi Thanh
Truong Thi Thanh
Tran Thieu Lai
Trinh Nguyen Hong
Nguyen Quynh Diem
Duong Thuy Tien
Vu Thi Huong
Cao Xuan Dung
Bui Nhu Thuan
Tran Van Phong
Doan Tuong Vy
Vu Dong Hai
Ngan Viet Duc
Nguyen Thi Nhu Quynh
Hoa Xuan Van
Tran Hung Quoc Khai
Hoang Phuong Anh
Nguyen Phuong Anh
Nguyen Trung Duc
Tong Van Hoang
Bui Van Thang
Vu Thi Dieu Hang
Nguyen Hue Minh
Nguyen Van Hoai
Phan Thanh Hung
Dong Thi Lan Anh
Nguyen Duc Quang
Nguyen Tuan Doc
Do Trung Huyen
Pham Thi Hau
Hoa Truc Vy
Mai Minh Hoang
Truong Quoc Loc
Bui Duy Thang
Du Thien Quy
Luu Ba Loc
Pham Thi Huong Giang
Nguyen Duong Quy
Phan Manh Duc
Tran Ngoc Kieu Trinh
Nguyen Van Quy
Mai Van Tran
Nguyen Thanh Vinh

성별
Sex

F
F
F
M
F
F
F
F
F
F
F
F
M
F
M
M
M
M
F
M
M
F
F
M
M
M
F
M
M
M
F
M
M
M
F
F
M
M
M
M
M
F
M
M
F
M
M
M

시행차수
Group

병명
Diagnosis

1(14m)
VSD
2(22m)
VSD
2(4m)
ASD
4y
VSD
6y
ASD
13y
ASD
14y
ASD
28m
TOF
5m
VSD
15m
ASD
5m
ASD
10y
ASD
12y
VSD
6y
VSD
3y
VSD
3y
VSD
2y
VSD
12y
VSD
4y
TOF
4y
VSD,AS
3y
TOF
6
ASD
1
UVH
13
ASD
8
VSD
7
ASD
3
VSD
10
TOF
14
ASD
3
VSD
3
VSD
3
VSD
2
VSD
4
VSD
13
DCRV,VSD
3
TOF
3
TGA
2
VSD
3
TOF, VSD
16
TOF, VSD
9
TOF
13
VSD
3
ASD
3
VSD
7
ASD
10
VSD
12
ASD
6y
TOF

시행연도
Year

시행차수
Group

국가
Nation

인원
Person

12

Laos

2

13

Vietnam

20

14

15

Vietnam

China

8

11

수혜아동
Name

Doan Thi Thu Huyen
Nguyen Thi Tra Giang
Tran Quang Minh
Tran Dinh Vu
Ho Tan Thanh
Lam Thi Que Anh
Nguyen Anh Thu
Hoang Thi Bac
Nguyen My Thi
Pham Van Anh
Nguyen Thi Khanh Uyen
Soudalat
Phonepasup
Nguyen Thi Bich Tuyen
Pham Thi Thu Ba
Nguyen Thi Hue Man
Nguyen Van Diep
Huynh Huong Duong
Luyen Thanh Nghia
Nguyen Thanh Tung
Tran Trung Tin
Nguyen Hoang Anh
Le Hoang Ka
Nguyen Thi Truc Linh
Pham Thi Xuan Mai
Pham Thi Ngoc Huynh
Dinh Duc Dung
Nguyen Hoang Nam
Hua Ngoc Nhuy
Chiem Hoang Nhan
Le Ngoc Thanh Thao
Pham Ngan Giang
Nguyen Pham Minh Quang
Nguyen Duc Hoan
Vu Xuan Son
Nguyen Dieu Linh
Bui Xuan Thinh
Nguyen Khanh Linh
Duong Xuan Khanh
Nguyen Duy Manh
Nguyen Thi Hien
Li Zixin
Liu Xingjie
Yang Dongxu
Zhang Jia Wei
Tang Jiaxing
Zhao Yan
Feng Ruidong

성별
Sex

연령
Age

병명
Diagnosis

F
F
M
M
M
F
F
F
F
F
F
F
F
F
F
F
M
M
M
M
M
M
M
F
F
F
M
M
F
M
F
F
M
M
M
F
M
F
M
M
F
M
F
F
M
M
F
M

1y
5y
1y
2y
15y
7y
1y
3y
3y
4y
6y
1y
4y
7y
20y
10y
11y
7y
7y
20y
4y
5y
13y
17y
4y
4y
8y
11y
10y
11y
5y
6y
13y
3y
7y
5y
1y
2y
15y
14y
6y
7y
12y
9y
7m
6y
2y
3y

VSD
ASD
VSD
ASD
VSD
VSD
VSD
TOF
ASD
ASD, VSD
VSD
PDA
TOF
VSD
VSD
ASD
VSD
VSD
VSD
TOF
VSD
VSD
ASD
TOF
VSD
VSD, TR
VSD
VSD
ASD
VSD
TOF
PS
TOF
VSD
VSD, PDA
VSD
VSD
ASD
ASD
VSD
VSD
VSD
PS
ASD
VSD
MS
PS
TOF

Philippines

2

17
18

Vietnam
Vietnam

1
8

20

2009

2010

인원
Person

16

19

연령
Age

국가
Nation

Vietnam

China

4

11

21

Vietnam

4

22

Philippines

3

23

Vietnam

6

24

Philippines

2

25

Vietnam

4

26

Vietnam

4

27
28

Vietnam
Philippines

1
3

29

Philippines

2

30

Vietnam

3

31

Vietnam

5

32

Vietnam

4

수혜아동
Name

성별
Sex

연령
Age

병명
Diagnosis

Pan Guangxu
Zhang Ning
Ji Hongqing
A Ya
Maureen Nel Trilliana
Alexander Aronia
Nguyen Duong Quy
Nguyen Thi Kim Anh
Le Thi Minh Hien
Pham Thanh Son
Trinh Thi Ly
Le Thien Do
Nguyen Van Toan
Bui Anh Minh
Nguyen Ha Duy
Quach Trung Hieu
Nguyen Van Tien
Nguyen Thi Thao Va
Vu Thi Hien
Zhao Jla
Ni Wen Qi
Ni Fan Xin
Yin Feng Jie
Hu Ri Qin
Zhang Kuo
Zhang Shan
Cao He
Nuo Mig
Wu Ying Ga
Kim Eun jung
Nguyen Xuan Tung
Do Trong Nhan
Phan Thi My Hoai
Nguyen Thi Tuyet Anh
Josephine Habal
Josep maunino

M
M
M
M
F
M
F
F
F
M
F
M
M
M
M
M
M
F
F
M
F
F
M
M
M
F
M
F
F
F
M
M
F
F
F
M

10y
15y
18y
6y
5y
3
4y
13y
16
3y
8
6y
5y
5
1y
3
10
2
9
20
2
11
12
11
15
10
3
17
10y
1y
14y
12y
6y
2y
5
12

TOF
ASD
VSD
PS
TOF
VSD

Howard Adol
Le Thanh Binh
Pham Truong Duc
Ngo Thi Hang
Duong Van Thanh
Le Thi Thuy Phuong
Vo Thi Kim Hong
Ma Kerubin
David
Pham Thanh Ly
Nguyen Huu Duy
Pham Quang Dat
Vu Manh Cuong
Nguyen The Vu
Lai Thi Phuong Uyen
Nguyen Thanh Tung
Phuong Thanh Quoc Hung
Trinh Hoang Phuong Lam
Tope Jesstine Palconan
Mortel Don Aron Umandal
Reyes Ken Albert Garcia
Howard Adol
Nico Agrol
Nguyen Thi Lan Huong
Vu Tien Dat
Ta Thi Ngoc Anh
Thai Tieu Long
Trinh Thi Hoai Thuong
Le Gien Ai Van
Y Thi Tram
Le Thi Thu Huyen
Duong Hong Quan

M
M
M
F
M
F
F
F
M
F
M
M
M
M
F
M
M
F
M
M
M
M
M
F
M
F
M
F
F
F
F
M

15
1
3
5
3
3
3
3
11
3
3
15
13
13
2
23
3
6
8
2
2
16
16
1
1
1
7
10
8
10
10
2

VSD
A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PA
PDA
PDA
VSD
VSD
ASD, PS
VSD
VSD
VSD
VSD
복잡심기형

시행연도
Year

33

2011

VSD
VSD PS
VSD PS
ASD
VSD
TOF
TOF
ASD
VSD
VSD
VSD
ASD
A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ASD
VSD
TOF
TOF
PS
VSD
VSD
VSD
VSD
VSD
VSD
VSD
AI, PVI
AVSD

시행차수
Group

2012

국가
Nation

인원
Person

Vietnam

6

34
35

Vietnam
Vietnam

1
3

36
37
38

Cambodia
Myanmar
China
Cambodia

1
1
1
6

39

Vietnam

5

40

Philippines

1

41

Vietnam
Vietnam

1
3

42

Vietnam

6

43

Cambodia

7

44

Philippines

3

Philippines

2

45

Vietnam

6

46

Cambodia

1

47

Vietnam

1

• ASD : Atrial Septal Defect

수혜아동
Name

성별
Sex

연령
Age

병명
Diagnosis

Pham Anh Duc
Le Ha Phuong
Le Le Na
Nguyen Hoanh Anh
Vu a Lan
Nguyen Vu Tao Nhi
Nguyen Ngoc Anh
Dao Lam Ngoc
Tran Van Phong
Do Quang Huy
Dong Ngoc Minh Anh
Mai Ngoc Ha Vy
Pham Ngoc Minh Tan)
Horm Ponleu
Ayeayetion
Kim Eun jung
THEARA
RET SORIYA
CHUON UTDAM
MUON KIMHOUR
KEO SELA
KONG SOKKHIM
Nguyen Thi Hai Anh
Pham Nhu Quynh
Tran Thi Kim Tuyen
Bui Thi Ngoc Hien
Nguyen Ngoc Diem My
Aspera Jaeniel Danise Camingawan
Nguyen Hoanh Anh
Nguyen Thi Yen Nhi
Nguyen Thi My Anh
Dinh Thi Nhuy
Nguyen Thi Thom
Nguyen Thi Hang Nga
Khúc Thi Phuong Thao
Nguyen Thi Phúc
Đang Minh Ngoc
Pham Châu Anh
LY VANDIKA
RITH BUTHOEUN
CHIN NYTHA
HOU VIREAKSAK
FIN ANSARY
SOKHA SEAK KHEANG
THAMA DANE
Ognasi Johnwayne Basco
Beralas Randy Jr. Parongpong
Malinias Hannagene Galuzo
Dimailig Fhionna Kharyll
Ygot
Famero Claud Marten Sabanal
Dang Cong Hieu
Hoang Thi Ngoc Linh
Nguyen Manh Hai
Dang Nha Linh
Pham Thi Quynh Trang
Tran Viet Dung

M
F
F
M
F
F
F
F
M
M
F
F
F
M
F
F
F
F
M
M
M
F
F
F
F
F
F

2
7
5
5
1
2

1
1
1
3
5
12
3
4
9y
8
2
2
4
3
2
4
7
2

VSD
VSD
VSD
PDA
VSD
VSD
VSD,ASD
VSD
VSD
AVSD
PDA
PS
VSD
PDA
PDA
복잡심기형

1

VSD
ASD
TOF
ASD
ASD
TOF
VSD
VSD
PDA
ASD
VSD,PS

F

1

PDA

M
F
F
F
F
F
F
F
F
F
F
F
F
M
M
F
F
M
M
F

5
5
10
3
12
3
7
1
8
1
1
7
4
4m
2
14
6
10
4
16

구개열

F

8

VSD

M

5

TOF

M
F
M
M
F
M

1
6
1
8
3
2

VSD
VSD
VSD
PS.ASD.TR

팔소판

M

1

스터지웨버
증후군

얀

F

6

VSD

VSD
VSD
VSD
VSD
VSD
VSD
VSD
MR
VSD
PDA
PDA
TOF
VSD
TOF
VSD
TOF
PDA
PDA
PDA

• VSD : Ventricular Septal Defect

• TOF : Tetralogy of Fallot

• PS : Pulmonary Stenosis

• PR : Pulmonary Regurgitation

• MSR : Mitral Stenotic Regurgitation

• TR : Tricuspid Regurgitation

• PDA : Patent Ductus Arterio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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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토리!!
222명의 아이들과 함께 한 순간...
Inspiring Stories!!
Together with 222 Children...
162 즈엉홍꿔언 이야기
The story of Duong Hong Quan

166 띠엔닷 이야기
          The story of Vu Tien Dat

168 응웬반띠엔 이야기          
The story of Nguyen Van Tien

즈엉 홍 꿔언 이야기
The story about Duong Hong Quan
2010년 4월 21일 새벽 베트남 하이즈엉 지방에서 아빠와 함
께 온 다운증후군 어린이 즈엉홍(Duong Hong Quan 2007
년생 남)이 다른 세 명의 어린이와 함께 부천 세종병원에서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왔
습니다.
아빠는 22살 때 19살이었던 엄마와 만나 꿔언을 낳게 되었
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과 다운증후군 질병을 가진 갓
난 아기와 가난한 살림이 너무 두려웠을까요? 어린 엄마는
남편도 꿔언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꿔언은 31개월이 되었지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쁜 미소와 보는 사람까지 무장해제 시키는
맑은 눈을 가졌는지 잠시만 같이 있어도 이 아기가 천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눈과 웃음을 보고 있노라면 복잡한
세상일들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었을까 싶게 행복해 진답니
다.
아빠는 고맙게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갓난 꿔언을 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니며 꿔언을 살려보려 했지만 수술
도 어렵다고 했고 수술비는 평생 벌어도 못 벌 큰 액수였습
니다. 그러다가 선의를 만나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제는
아들이 살았구나, 하늘이 도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후의 결과는 꿔언의 심장상태가 31개월
동안 악화되어 검사조차 못 이겨낼 상태로 밝혀졌고 수술을
받는다는 자체가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였습니다. 1년만 빨리
왔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술을 결국 받지 못하고 전하기도
힘든 그 결과를 전해 들은 꿔언 아빠는 서러운 울음을 터뜨
렸습니다. 듣고 있던 함께 온 엄마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실제로 1년전 수술 받을 아동으로 선정되었다가 지역관리가
빼는 바람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깊이 빠져있었지만 받아들이
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고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 아프기
만 했습니다. 슬픔중에도 아빠는 꼭 심청이 아빠가 그랬을까
싶게 아기를 잘 챙깁니다. 황도를 먹여도 맞춤하게 숟가락
으로 잘라서 아기 입에 넣어주면 오물오물 잘도 받아 먹습니
다. 설탕뿐일 마지막 국물 한술까지 살뜰하게 먹이기도 하
고 누구도 재울 수 없는 꿔언을 아빠가 안고 있으면 신기하
게도 아기는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어 버립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수술은 못 받았지만 꿔언은 심도자 시술

162

로 살아가는 동안 호흡이라도 또는 다른 심기능에서 최대한
편하도록 치료를 받았습니다.
꿔언의 시술 비용은 어느 후원자님이 후원해 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그만큼의 비용이었습니다. 첫 아기 돌잔
치를 포기하고 더욱 의미있는 일에 쓰고자 그 비용을 수술
비로 기쁘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해서 꿔언
아빠의 아픈 마음도 위로해주고 꿔언이 잘 자랄것이라고 격
려도 해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지만 시술로 만족해야 했
던 꿔언은 함께 온 다른 환아들과 같이 베트남으로 돌아갔
고 몇 달 후 초겨울에 베트남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꿔언
의 집을 다시 방문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쉬움으로 보냈던 꿔언을 만난다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선의재단에서 몇 분이 갈거라 연통을 넣어두
었기에 꿔언의 아빠가 기다리고 있겠다 싶어 가는 마음이 바
빴지만 집은 잘 찾아지질 않았고 결국 베트남에 흔한 그 오
토바이도 없어 이웃 집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마중 나온 꿔
언 할아버지의 인도로 꼬불꼬불 찾아 들어간 집에는 꿔언과
할머니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그것도 꿔언을 치료
해준 한국의 단체에서 손님이 온다고 구경온 동네 사람들만
한가득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꿔언은 한국에 왔을 때보다 키도 몸도 조금 더 커졌고 얼
굴에 파리한 기색도 많이 없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걷지 못했었는데 무언가를
붙들고 일어서서 몇 발자욱 걸음을 떼기도 했고 아직도 말
은 할 줄 모르고 우릴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까르륵
웃으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소는 근사 했습니다.
꿔언의 아빠는 두어시간 거리쯤 되는 꽝닌(Quang Ninh)
지역의 석탄 공장에 취직해 한 달에 두 번쯤 아들을 보러 집
에 온다고 했고 오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공장에 말하고는
지금 열심히 오는 길이라 했습니다. 1시간 남았다, 30분 남았
다, 조금만 더 가면 되니 가지말고 꼭 기다리라는 꿔언아빠
의 전화가 계속 되는 중에도 몇시간은 더 지나야 꿔언아빠
를 만나겠군... 생각하며 느긋하게 맘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언제나 꿔언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막히고 코가 찡해 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 받을거라는, 살 수 있을거라

는 희망을 안고 왔다가 수술을 못 받고 돌아간 꿔언을 생각
하기만 하면 병원에 죽어도 좋으니 수술받게 해주세요... 좀
더 사정해 볼 걸... 하면서 후회가 되고 다시 붙들 수 없는
그 시간이 너무 아쉽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한 집으로 갑자기 꿔언 아빠가
불쑥 들어섰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들어서는 그와 달리 꿔언
을 무릎에 올려 놓은 채로 아빠를 올려다보니 아니나 다를
까 가슴이 먹먹하고 미안하면서 일어서 지지도 않고 반가운
마음과 달리 눈물부터 차올라 왔습니다.
자리 잡고 앉은 꿔언 아빠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
다. 돌아온 후 꿔언은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생활
한다고 한 달이면 스무 번은 병원에 갔었는데 지금은 두 번
밖에 안간다고, 숨쉬는 것도 전보다 훨씬 편해 졌다고 자기
들은 잘 지내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자기 집에 꿔언
을 보러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서로가
미안하고 고맙고 반가워서 다같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일찍 혼자된 고생하는 아들이 가여워 울고,
그 아들은 아프고 장애가 있는 엄마 없는 아들이 불쌍해 울
고, 우리는 조카같은 꿔언 아빠와 해맑기 만한 꿔언에게 할
도리를 못한것 같아 미안해 울고, 한창을 모여앉아 울다 말
다 한 끝에 공장도 먼데 오늘은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
어? 물었습니다.
택시 타고 왔답니다.
아니?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100만동(약 6만원)에 왔답니다.
뭐라구? 한 달 월급이 얼만데? ......
주저주저 하더니 150만동(약 9만원)인데 밥값 떼고 숙소비
떼면 100만동 쯤 남는답니다.
이런 말도 안돼 그 돈을 주고 왜 와? 안보면 어때서 못보면
어때서, 그냥 가면 그만이지...한달 벌이를 택시비로 다주고
오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꿔언아빠 등을 때려주며 그제야 내려다 본
여태 꼭 잡고 있던 그 손엔 지워지지 않는 석탄 때가 손톱에
잔뜩 껴있고 발도 발톱도 새카맸습니다.
저래 가면서 번돈을 그 귀한 돈을 택시비로 다 쓰다니....

우리가 뭐라고 우릴 보겠다고.... 본다 한들 얼굴만 볼 뿐이
지 말도 몇마디 안 통하는 것을......
자기는 한국에서 약속했던 대로 담배도 끊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정말 그래 주리라
기대도 못했는데...
꿔언의 심장병 수술을 통해 만나게 된 우리들은 서로가 서
로에게 무엇일까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더 못하고 또 다같이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여자가 와서는 왜 계속 울지? 동네
사람들이야 쳐다 보건 말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마
음과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 눈물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왜 수술도 못 받
을 꿔언을 한국에 데려오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
닌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동행한 세 명의 아이들과 달리
꿔언은 치료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입국부터 하였을 때, 때맞
춰 첫 아이의 돌잔치 비용을 꿔언을 위해 지정 후원한, 금액
까지 기가 막히게 맞춤한 귀한 후원자를 보내 주시고, 꿔언
을 만나기 위해 직접 병원을 찾은 그 천사를 통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위로를 꿔언아빠에게 주었던 것도 처음부
터 모두 그 분이 기획한 드라마였던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
다.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땅 멀리 멀리 떨어
져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남이 아닌 것을, 우리를 통해 무엇
을 하시려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작인 것을......
서로를 오랫동안 꼭 끌어 안아준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성스레 직접 거두신 꿀 두병을 받아들고는 통곡하듯 우시
는 할머니와 행복하게 웃는 꿔언을 뒤로하고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지며 꿔언아빠와 두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씩씩하게 열심히 살다가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차를 타고 떠나 오는 길에도 먹먹한 마음이 쉬이 가라앉질
않아 먼 산을 오래오래 보았습니다. 그 산너머로 꿔언과 아
빠의 행복을 빌며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에는 꿔언이 조금 더 커서 성큼 성큼 걷는
모습 보게 되기를. 부디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
를 간절히 바라면서......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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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about Duong Hong Quan

D

uong Hong
Quan was born
in 2007 and
has heart disease and
down syndrome. Early
in the morning of April
21, 2010, he came to
the hospital of Sejoong,
Bucheon, Korea with
three other little patients.
They were all from the Hai Duong area, Vietnam. They
came for heart surgery sponsored by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The father of Quan met his mom when he was 22. His
mom was 19. The young mother left Quan and his father
when he was a baby. A sick baby and a poor house may
have made her run away from it.
Quan is now in his 31st month, but he cannot speak
and walk yet. However, his beautiful eyes and smile
disarm people looking at him. It seems like an angel
because he makes people happy.
The father of Quan did not give up his young son and
went to many hospitals to save his life. However, doctors
returned with answers that surgery would be difficult
with him or billed him high medicial expenses which he
could never pay. When he met Sunny welfare foundation,
he thought Quan could be healthy now. It was God’s
work.
However, the result of Quan's medical test didn’t turn
out well. His heart condition was too weak to handle
even tests. Even having surgery would threaten his
life. The doctor said if he had come to Korea a year
before, heart surgery would have been possible. Quan's
father started to weep. All moms of other patients cried
together. A year ago, Quan was selected as a beneficiary,
but a local public officer took Quan's name out of list.
Quan‘s father tried to accept the situation even though
it lead to deep sadness. It was hard for others to look
at it. He took care of Quan’s hospital care. When he fed
a peach to his son, he cut it into the size Quan's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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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Quan could not sleep well, his father helped him
fall asleep.
Quan could not have surgery, but he could have a
cardiac catheterization which could help him breath
well. Quan's medical expenses were from a donor who
gave up the costs of his first baby's birthday party. He/
she wanted to spend it on something meaningful.
The donator visited the hospital to see Quan later and
encouraged him and his father.
Quan went to back to Vietnam with two other patients.
We made a plan to visit Quan when we had a chance to
visit Vietnam in winter. I was so happy to see him again.
Sunny welfare foundation sent a letter to Quan about my
visitation. I hurried because I knew Quan's father was
waiting for me. However, I could not find his house, and
even worse, I could not find any motorcycles in Vietnam!
Quan's grandfather lent a motorcycle from next door and
picked us up. When we arrived at Quan's ho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with Quan and his grandmother.
They were waiting for us to see the visitors from South
Korea who helped Quan.
Quan grew a little bit more and seemed to gain weight.
His face was less pale and rather rosy. He still could not
walk, but his happy smile was the same. Quan's father
got a job at the factory in Quang Ninh. He comes back
for his son once or twice of a month. Today, he specially
asked for permission to visit his house to see us, He kept
calling us to tell us when he’d be back. We guessed he
would be late. With a relaxed mind, we were waiting for
him.
Whenever I thought about Quan, I could not help that
my heart was longing for him. I had regrets myself. What
if I begged a doctor to do the surgery? I felt sorry for him
since he came to Korea with hope, but wasn’t able to
have the surgery.
Quan's house was still full of people, Quan's dad finally
came to his house. He came with a big smile, but I was
so sad to see him. Even though I was happy to see him, I
cried with my heart.

Later, we sat down and had a conversation with him. He
told us Quan is better than before since he only goes to
the hospital twice a month compared 20 times a month
as before. "Quan also breathes much easier now and they
are fine." We cried together. Quan's father told us that he
thanks us for our visits. His Old grandmother cried for
her son who has had a rough time. The Grandmother's
son cried for her sick son. We cried for Quan and Quan's
dad that and we could not give them enough help.
" I heard your plant is far from here. How did you
come? By bus?"
I asked Quan's father breaking silence.
"I came here by taxi."
"What? How much did it cost?"
His answer shocked me. He said he cost one million
dong to get here. His monthly wage is 1.5 million dong.
It is 9 million won in Korea. He got 1 million dong after
living costs.
"How could you spend your monthly wage to see us?!
It’s okay if you don’t come."

even though he could not have surgery. It was not his
mistake. Unlike the other three children, Quan did not
have enough funds to have treatment. God sent us a
donor who gave up the costs of his child's first birthday
party. The donor donated exactly the amount of money
for Quan's treatment. It was such an encouragement for
Quan's father. God planed everything. I believe it is not
the end. Even though Korea and Vietnam are far away
from each other, we are not strangers anymore. God has
another plan for us.
I hugged grandmother and grandfather for a long time.
They gave us honey that they collected and had to say
good bye to Quan's family. At this time, we made another
promise with Quan’s dad ."Be happy and see each other
with a smile next time."
I prayed to God that Quan and his father could live a
happy life and protect them all the time. I hope I can see
that Quan grows well and walks around with us next
time. May he always be healthy and well.

I lost my words. Then, I realized his nails and toenails
were covered in black dirt. I asked myself whether a taxi
fee was worth what he had to give up to see us. Quan's
father kept his promise not to smoke anymore. I knew it
is really hard in Vietnam, so I did not expect he would
keep it.
We met because of Quan's operation. however, I felt
there was something more than to it. I thanked God that
I could meet Quan's family. I couldn’t say another word
and began to cry. People around us might wonder why
two women from Korea cried so hard for Quan's family.
We held each others’ hands sharing pain and love.
I realized at that time, why God brought Quan to Korea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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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엔 닷 이야기
2010년 2월 어느 날 새벽 베트남 하노

고 할까요......

이 외곽지역에서 부 띠엔 닷(Vu Tien Dat,

어쨌든 엄마는 남편은 없지만 아들을 얻어 천하를 다 얻은

2009)과 따띠옥아잉, 응웬티란흐엉 이 심

듯 기뻤는데 금쪽같은 그 아들이 심장병이어서 다시 천하를

장수술을 받기 위해 세 엄마와 함께 한국

잃은 듯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가난하고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 입국은 하노이 썩

어수룩한 띠엔 닷 엄마는 아이를 고쳐줄 방법도 모르고 돈

선선의병원 김시찬원장님의 진료지역 내에

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석선에 있는 선의병원에 연결이 되었

서 발굴된 아이들입니다.

고 다시 한국의 선의재단을 소개받게 되었고 기적처럼 띠엔

한국에 도착 후 밤비행기의 피로가 가시

닷을 살릴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전에 곧바로 이어진 세종병원의 각종

이런 사연을 가진 띠엔 닷은 몸은 약하지만 눈이 동그랗

검사에 시달려서 틈만 나면 아이들은 까

고 빛나며 참으로 총기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수술 후 날

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띠엔 닷도 다른 두 아이도 수술을

이 갈수록 똘망똘망해지는 귀여운 얼굴이 부쩍 부쩍 건강

받았고 빠른 회복을 보이며 건강해져갔습니다.

해져서 귀국했습니다. 아직은 걷지도 못했지만 장차 자라면

하얀 옷을 입은 간호사만 보면 울음을 터뜨렸지만 우렁찬

극진한 효성으로 엄마를 모시며 동네 어른들의 바람대로 제

울음소리를 보면 벌써 집에 돌아가도될만큼 회복된 것이 확

역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지혜로운 청년이 될 것 같았

실했습니다. 두 아이는 뒤끝도 개운하게 회복이 되어 갔지

습니다.

만 돌이 지난 띠엔 닷은 아직 일어서지도 못해 심장을 고치

귀국한 띠엔 닷을 같은 해 9월 선의관악종합복지관 남성주

고 나서도 남은 문제가 많은 것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

부장, 한미경과장, 김형철후원자님, 김규철주임, 정경순, 박은

다. 띠엔 닷이 서는 줄로 알고 손에 안아주다 세워놓은 채

희님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 품에 있지만

로 손을 떼 그대로 맥없이 뒤로 자빠지며 머리를 찧기도 여

붙들고 서지도 못했던 띠엔 닷은 붙들고 서는 다리가 훨씬

러번이었습니다.

튼튼해졌고 걸음도 제법 옮기며 훨씬 더 활기찬 모습을 볼

엄마들 중에 72년생으로 제일 연장자인 닷의 엄마는 사실

수 있었습니다.

은 미혼모입니다. 베트남 관습상 여자 나이 서른을 넘으면

한국에서도 봤을 때도 다시 베트남 고향에 돌아와서도 만

결혼시기를 완전히 놓쳤다고 생각하는 베트남에서 더구나

났을 때도 옷도, 머리도, 웃음도, 표정도 그대로인 띠엔 닷의

시골에서 마흔이 다 된 노처녀인데다가 동네 어른들이 생각

엄마였지만 그리고 서로가 말도 안통하지만, 방문한 한국의

하기에 띠엔 닷 엄마는 인물도, 주변머리도 없는 착하디 착하

선의 가족들, 다시 만난 띠엔 닷의 생명의 은인들을 얼마나

기만 한 노처녀로 심히 걱정이 되는 존재였나 봅니다.

반가와 하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수줍게 번져 있었

어느날 동네 어른들이 합심해서 띠엔 닷 엄마가 늙으면 부

습니다. 그리고 띠엔 닷과 엄마를 거둬주고 한 집에 살게해

양을 해 줄 아들이나 하나 생기길 바라는 맘으로 슬며시 마

준 친정 오빠와 그 가족, 이빨이 새카맣고 거동도 잘 못하는

을 남자 하나를 들이밀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국은 그 남

집안의 제일 어른신 할머니까지 그리고 동네에 사는 친척들

자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까지 모두 모여있다가 띠엔 닷을 살려주고 다시 찾아와 준것

띠엔 닷을 출산한 후 단 한번 와서 띠엔 닷을 들여다본 후

을 고마워 하고 또 고마워 했습니다. 닷과 엄마 친척모두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그이는 한마을에 사는 딸 하나를 두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동네 어귀까지 따라나와서도 손를 흔

고 사는 가장이었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하는 마

들며 차가 다 떠나도록 돌아설줄 모르고 다시 만남을 기약

음이 들지만 옛날 우리 씨받이 풍속을 돌이켜보면 아 그럴

했습니다.

수도 있겠구나하며 다시 이해가 가기도 하는 지극한 배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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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더 감동스럽고 고마운 선의관악복지관 팀은 일대일

결연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후원금은 행정비 등 경비를 제
하지 않고 전액 계속 전달되고 있으며 앞으로 띠엔 닷이 잘
자라고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충분하진 않으나 중요한 재원
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사랑의 손길들이 어쩌면 불행하고 특별한 출생으로
무거워질지도 모르는 어린 띠엔 닷의 삶과 마음을 한결 행복
하고 가벼운 것으로 변하게 하고 살만한 곳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에 사람에게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번듯한 청년으로 자라갈 지도 모릅니다. 그런 작은 기
적이 이 아이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해봅니다.

The story about Vu Tien Dat

I

t was in February 2010 that Vu Tien Dat, Dat Tiok
Ahing, and Umwentiranhum came to Korea with
their mother to have an operation. This visit was
planned by Doctor. Sichan Kim from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The medical check up in the
Sejong General Hospital started soon, children often
fall asleep due to the fatigue of the journey. Tien Dat
and two other children got heart surgery, showed fast
recovery, and recovered quickly.
Whenever they see a white uniformed nurse, they burst
into tears. Because of the loud crying, we could guess
they were healthy enough to go home. However, Tien
Dat was different. I felt sorry that one year old Vu Tien
Dat was still not able to stand up after heart surgery. I
tried to hold him standing by himself but he fell back
several times.
The mother of Tien Dat was born in 1972. she is the
oldest woman among the company. She is also a single
mother. According to Vietnam tradition, people think a
woman over 30 has no chance to marry anymore. She
lived in the country and almost reached 40. The elders of
her family worried that later she would have no family
to support her. So, one day, the elders decided to give
her a son, and picked a guy from their village to have a
night with her.
She was pregnant with him and delivered Tien Dat. The
father of the boy had another family and never came

back. It is hard to believe, but since we had a surrogate
mother system in Korea in the old days, it could happen.
Even though she does not have a husband, she was so
happy to have a son, Tien Dat. However, he got heart
disease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a hospital to fix him.
She also had no medical expenses for treatment. At this
time, somehow she heard about Sunny Sucsun hospital
and was introduced to Sunny welfare foundation.
Miraculously, She found a way to save her son.
Tien Dat is weak but has a bright face with shinning
eyes. He returned to Vietnam with a healthy heart. Still
He is not able to walk, but I believe when he grows
up, he will be a good boy to his mom and take his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his mom as his family
wanted.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officers and
sponsors (Nam Sung-Ju, Han, Mi-Gyeong, Kim HyeongChul, Kim Gyu-Chul, Jeong Kyeong-Sun, Park Eun-Hee)
visited Tien Dat on Sep. 2010. He was not able to stand
up by himself, but his leg got more strength and could
move a few steps. He looked healthy and active.
The mother of Tien Dat was same as before. Her hair,
clothes, and smile did not change. Even though we
cannot communicate in the same language, we can feel
how she was happy to meet us. We met her brother and
his family who let Tien Dat and his mother live in his
house. All the relatives came to the house and expressed
their thankful mind to us to help Tien Dat to have the
operation. I still remember the oldest grandmother with
black teeth saying thank you to us even though she
could not move well. When we left the village, everyone
saw us out waving.
Later, the team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decided to sponsor Tien Dat for some amount of money
every month. The donation still goes to Tien Dat 100%
without any charges. I believe it would be important
resources for him to study and live.
The Love from many places may change the life and
heart of young Tien Dat. Even though his situation was
heavy for him, love for him would change his burden.
For his soul, I pray for him to be a person who can share
God's love with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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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웬 반 띠엔 이야기
The story about Nguyen Van Tien
응웬 반 띠엔(Nguyen Van
Tien)은 하노이 외곽의 한 가난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띠엔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

제 자신은 괜찮은데 부모님께는 죄송해요. 부모님이 저 때문
에 비참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띠엔은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천사인것 같습니다.

등학교를 자퇴하고 하노이 시내

띠엔은 2009년 7월 18일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초청으로 한

로 와 유리 및 알루미늄 문을 설

국에 입국하여 총 12번의 수술 끝에 의수를 장착하였고 재

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 2월에 다시 입국하여 의족도

2009년 1월 17일 아침, 작업 중

장착하였습니다. 띠엔이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이 소

동료 쭝이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다가 고압 전선을 건드려 감

년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팔과 다

전되어 달라붙은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

리가 생겼습니다. 전같지 않아 여전히 어색하고 이제부터 친

이 띠엔이 무사히 그를 떼어내자 마자 전압은 띠엔을 덮쳐

해져야 하는 낯선 손과 팔과 다리였지만......

띠엔의 몸은 순식간에 4층에서 3층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다치고 나서 한국에 와있는 동안 그를 도운 많은 사람들,

띠엔은 이때 어디선가 심하게 타는 냄새를 맡았는데 그건 자

한국선의복지재단, 직원들, 한국에 와있던 베트남 유학생들,

신의 몸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대신 타들어

온누리교회에 방문했던 호주의 희망전도사 닉부이치치-바로

가는 친구를 보며 쭝은 공포에 질려있었고 띠엔은 소리쳐 도

눈앞에서 닉의 희망찬 연설을 듣고 그 희망이 진정임을 알

움을 구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게되고, 닉과 띠엔 모두 팔은 없지만 서로를 뜨거운 가슴으

국립재활센터 의사들은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로 포옹하고-와의 만남들 통해 띠엔이 전에 생각지 못했던,

적 처치를 다했지만 띠엔은 결국 두 팔과 다리 하나를 절단

보지도 못했던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을 만나게 되었습니

해야 했습니다. 착하고 잘생기고 건강했던 아들을 불구로 만

다...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그래서 결혼해

들게 될 이 결정을 하기까지 부모님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분가한 형대신 가족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중

야 했습니다.

퇴하고 직업을 선택했던 그였는데, 먹고 사는것이 다가 아닌

띠엔이 사람을 구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물

다른 삶을 알게되었습니다.

에 빠진 친구 꽁과 어린 소년 프엉을 구했었습니다. 다른 이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베트남으

들의 불행 앞에만 서면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어디선가 용

로 돌아간 2012년 현재 프엉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

솟음치는 걸까요? 물 속에도 불 속에도 뛰어들어 남을 구했

며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습

던 착하고 씩씩했던 소년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니다. 다소 나이든 학생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곤 무서운 형상으로 버티고 있는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좋아서 가끔 우수상도 받으면서 누구보다 밝고 열심히 생활

눈물 흘리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하면 다른 이

닦을 손조차 손가락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무서운 현

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꿈

실만 그 앞에 놓여있습니다.

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띠엔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이 생겨도 쭝을 구했을 거예요. 두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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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하리라 믿지만 띠엔이 꿈을 이
룰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주세요.

N

guyen Van Tien was born to a poor family in a
suburb of Hanoi.

To earn a living for his family, he dropped
out of high school, moved to downtown Hanoi, and
started to work as glass and aluminum door installer. It
was the morning of January 17, 2009. Coworker Zzong
was drilling into the wall and accidentally touched an
electric wire. He was struck by a high voltage shock and
convulsed, sticking to the electric wire. Without time to
think, Tein tried to separate him from the wire. As soon
as Tein pulled Zzong away from it, the current struck
him as well. Tein was pushed out of the forth floor to
third floor. He smelt something burning. It was him.
Zzong was horrified, and Tein shouted for help and lost
consciousness.
The doctors of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did
all they could for him, though eventually Tein had to
amputate both his arms and one leg. His parents had to
make those decisions for him and could not sleep for
two days.
It was not a first time that Tein saved someone. Three
years ago, he saved his friend Kong and a little boy Pung.
Where does all his courage come from?
The brave boy who saved others is now crying with
pain. He does not have any fingers to wipe it out
anymore. Only cold hard reality remained.
However, Tein said to us. "Even if the same situation
were to happen again and I needed to save Zzong, I
would do it again. I am afraid, but I am o.k. The only
thing is I felt sorry for my parents. I hope my parents do
not feel miserable because of me.” Once again, Where
this courage comes from? Tein might be an angel who
loves others more than himself.

arm after going through twelve
surgeries, and getting rehab
treatment. On his second trip to
Korea, he got his artificial legs
later in Feb, 2010.
Even though they are not the same limbs, Tein got new
leg and arms with love from the unknown, just like he
helped others before. While he was in Korea, he met
many people like workers from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tudents from Vietnam, and Nick Buichichithe missionary from Australia who visited Onnuri church.
Specially, Nick's hopeful message moved Tein's heart,
causing him to realize that hope is real.
Both of them have no arms, but they hugged and
encouraged each other. Tein met a new world that
he never dreamt of before. He learned that there is
something else besides just living for money. He choose
to support his family instead of his brother who got
married and moved out.
For his family, he dropped out from the high school.
Now he felt like there is more it to it. He never thought
he would be back in school, but he is going to Phunam
high school now in 2012. He is a senior living in a dorm
with his friends. He is older than the other students, but
he studies hard, and sometimes gets awards for good
grades. He is planning to go to a university. He dreams
about sharing hopes with other people.
I know he will do his best, but I believe your
encouragement will help him to make his dreams comes
tru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nvited Tein an
artificial arm on July 18, 2009. He could get hi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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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한국선의복지재단 소개
한국선의복지재단은 1982년 ‘한국선의은행중앙회’라는 이름

움이 필요한 곳에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선의복지재

으로 발기하여 1984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정식 사회복지법인

단의 핵심가치로 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자

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하는 외길로 26년을 걸어온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후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경주, 경남, 대구등 3개

특히 선천성심장병무료수술사업의 경우 열악한 의료환경과

지회설립, 연수원시설 운영등으로 발기 당시부터 많은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장수술을 받기 어려운 해외 심장병 어

의 선의 즉 개인, 단체, 기업들의 선의를 예탁 받아 소외되고

린이들과 개발도상국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하여 세종병원,

그늘진 곳 가난하고 병든 곳에 전달함으로 선의로 복지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심장재단, KT&G복지재단등과 연계

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 해외검진 및 무료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부

2002년 미국뉴욕법인설립, 베트남에 Sunny Korea 라는 이

터 2008년 10월 현재 베트남 어린이 104명을 포함하여 130

름으로 해외NGO 단체로 등록 하며 해외복지사업을 시작하

명의 어린이들이 무료수술로 새 생명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여 베트남 다낭태권도체육관 운영, 베트남하노이 선의적십자

살아 갈 수 있도록 후원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병원 운영,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중국 심장병무료수술

이후에도 많은 국내외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

사업, 중국 내몽고 적봉송산학교 한국어학과개설, 북한 산모,

사람의 꿈의 실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

고아돕기 사업 등으로 확장해가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도

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CI
맞잡은 두 손은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상징함과
동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로고의 붉은 색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주는
새 생명의 희망을 나타냅니다.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의“SUNNY
KOREA"이라는 영문표기는 다양한 언어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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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dentity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on

S

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1982 with the name “Sunny Korea Central Bank”.
It was officially approved to establish as a Social
Welfare Foundation by Ministry of Health in 1984.

Soon after the establishment, the organization built
up two general welfare institutions, three branches:
in Geyongju, Geyongnam and Daegu. It also took
management on equipment at training school. The
organization got much support from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from the very first moment
of starting. We are making our best efforts in offering
welfare to poor, remote, or epidemic areas via our good
deed.
We established our organization in New York, The
United States in 2002. The organization was registered
under NGO in foreign countries in the name of Sunny
Korea, and started to carry out welfare projects in
Vietnam. Other activities included managing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managing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for free treatment,
carrying out projects of free surgery for heart-diseased
patients in Vietnam, Laos, Philippines and China. We
established Korean Faculty at Jeok Bong Song San School
belonging to inner Mongolia. We also carried project of
helping orphans and pregnant women in North Korea,
etc.

As a welfare organization of over 26 years, Sunny Korea
always does it best to bring endless love to anywhere
in need of assistance regardless of local people or
foreigners.
Especially, we cooperate with Sejong General Hospital,
Yoido Full Gospel Church, Korean Heart Foundation,
and KT&G Welfare Organization in this project for free
surgery on inborn cardiac patients and check up health
for those poor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has been 100 Vietnamese children out of 125 getting
free surgery in order to lead a new life enjoying fun and
happiness since 2001 till October, 2008.
Our organization also will have a number of plans for
welfare projects in domestic as well as overseas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become Sunny Korean Welfare
Foundation, a leading organization with our full best
efforts to carry out dreams belonging to not only an
individual but also to everybody.

The holding hands symbolize the hands of help for
our neighbors as well as the heart for the children
who need help.
The red color represents new hope for the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Sunny Korea in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is
the other name for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ho are working in various nations.

www.sunnykorea.org 

173

History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한국선의복지재단 연혁

1982 12   한국선의은행중앙회 발기
1983 01   마포구 망원동 소재 빛난음악학원 내 임시 사무실 개설

2005 09   서울신학대학교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천소사자활후견
  기관, 부천어린이집 기증

1983 12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이전

2005 11   베트남 하노이 썩선선의적십자 병원 준공

1984 10   보건사회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득함

2006 03   선의복지재단 KCOC(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회원단체

1987 12   봉천5동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창립

                 로 등록

1980-1989

1980-1989

2008 08   Sunny Korea Cup 다낭 전국태권도 대회
2009 06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협약
2009 09   중국 통랴오 내몽고 민족대학 한국어교사 파견

                (무안군청, 목포시청)

2010 08   LA 조이랜드 내 써니 솔트하우스 지도자 훈련원 협의

1993 03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공로 표창(신안군청)

2010 09   베트남 하노이 썩선 선의적십자병원 2기 준공

2001 07   소사자활후견기관 개설
2001 07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지관 명칭 변경
2002 05   선의은행 미국뉴욕법인 설립
2002 12   베트남 내 해외 NGO 등록
2003 06   베트남 정부로부터 표창장 수여

Bucheon Social Welfare Foundation to Seoul

2004 05   베트남 국가부주석 재단 감사 방문
2004 07   베트남 다낭시 선의태권도 체육관 기공
2005 04   선의시니어케어센터 개원 (現 선의노인전문병원)
2005 07   선의복지재단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 NGO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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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anoi, Vietnam
of KCOC(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1990 08 Opened Bucheon Social Welfare Found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1992 02 Given an award by Muan County Office, Mokpo city

2007 07 Opened Christian Guest House in New York by

hall for the activities of social work for the les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NY Branch

privileged

2008 08 Founded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LA Branch

1993 03 Awarded by Sinan County Office for the activities

2011-2012

2008 08 Opened Sunny Korea Cup Taekwondo Championship
2009 06 Agreements to open the Faculty of Korean Language
in University of Inner Mongolia for the Nationalities,

Welfare Foundation

China

1994 00 Approval of the nursery facility of Bucheon Social

2011 04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00명 수술

2010 08 Agreements to use Joy land as LA Sunny Salt House
Training Center

Bucheon Social Welfare Foundation promoted to ‘Ga’ level

2011 07   하노이 썩선선의적십자병원 이동진료사업 시작

2010 09 The second completion of the Suc Son Red Cross

2011 09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교와 선의복지재단 협력사업을
2012 12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0주년

Mongolia for the Nationalities, China

1999 10 Commissioned management of Sosa Welfare Center,

  네트워킹

  위한 MOU 체결

2009 09 Dispatched Korean teacher to University of Inner

Welfare Foundation
1995 01 Founded Gyeongju Branch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2000 03 Founded Gyeongnam branch
2000 07 Opened Korea Christian Guest House
2000 08 Opened Daegu branch
2001 07 Founded Sosa Self-support Center
2001 07 Renamed to Sunny Gwanak Welfare Center
2002 05 Founded Sunny Bank-NY foundation
2002 12 Registered as a foreign NGO in Vietnam
2003 06 Commendation from Vietnam government
2003 10 Opened the Center of the Aged with Dementia in

2003 10   치매노인센터 개소 (선의관악종합복지관 내)
2003 11   한국선의복지재단으로 법인 명칭 변경

Theological University
2005 11 Completion of the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2003 11 Renamed the corporation as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2004 05 The Vice-Premier of Vietnam visited the foundation
with gratitude

2011-2012

2000 08   대구지회 창립

1984 10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1993 03 Approval of the Kindergarten of Bucheon Social

2000-2010

2000 07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 개관

Self-Support Center, and the Kindergarten of

of social work for the less privileged

2011 05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교와 강원대학교 MOU 체결

2000 03   경남지회 창림

2005 09 Donated Bucheon Welfare Center, Bucheon Sosa

2006 03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became a member

1995 01   경주지회 창립

2000-2010

Mangwon-dong, Mapo-gu
1983 12 Moved to the office in Dohwa-dong, Mapo-gu

Bongcheon 5-dong

1993 03   선의은행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인가

1999 10   소사복지회관 위탁운영,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승격

2005 07 Registered as a NGO in KOICA

2008 08   미국LA지회 창립

1992 02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공로 표창

1994 00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선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

Foundation in Bitnan Music Academy,

Social Affairs establishing a social welfare foundation

1990-1999

1990 08   선의은행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Geriatrics Hospital )

1983 01 Opened a temporary office of the Sunny Welfare 		

1987 12 Founded Sunny Bank Welfare Foundation in

2007 07   미국뉴욕법인 게스트하우스 개관

1990-1999

2005 04 Established Sunny Senior Care Center (now Sunny

1982 12 Proposal of Sunny Korea Central Bank

2011 04 Operated 200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2011 05 Networking work between University of Inner
Mongolia for the Nationalities, China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o conclude MOU
2011 07 Started mobile clinic of the Suc Son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2011 09 MOU conclusion between Inner Mongolia University
for the Nationalities and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for cooperative projects
2012 12 The 30th Anniversary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2004 07 Built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Vietnam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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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의복지재단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한국선의복지재단 사업
Major Services
국내사업·기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 경남지회

• Gyeongnam Branch

이사장

• 경주지회

• Gyeongju Branch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 대구지회

• Daegu Branch

•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 선의어린이집

• Sunny Korea Kindergarten

감  사

• 선의노인요양센터

• Sunny Korea Sanatorium for the Elderly

Consultant

• 선의지역아동센터

• Sunny Korea Community Children Center

• 선의연수원

• Sunny Korea Training Institute

회  장  
President

감  사
Consultant

법인사무국
Foundation Secretariat

해외사업·기관

지  회

사업부

기   관

Branch Offices

Service Departments

Organizations

국내지회

해외법인·지회

국내사업

해외사업

Branch Offices

Overseas Offices

Domestic Services

Overseas Services

Domestic Organizations

Overseas Organizations

미국 뉴욕법인

국내사업팀

해외사업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하노이 선의적십자병원

New York Branch,
the USA

Domestic Service
Team

Overseas Service
Team

Goodwill Gwanak
Social Welfare Center

Hanoi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북한사업팀

보건의료팀

선의노인요양센터

다낭선의태권도체육관

Health & Medical
Service Team

Sunny Korea Sanatorium
for the Elderly

Da Nang Sunny
Taekwondo Gymnasium

경남지회
Gyeongnam Branch

Domestic Services · Organizations

경주지회

미국 LA지회

Gyeongju Branch

LA Branch, the USA

North Korea
Service Team

대구지회

베트남법인

홍보팀

Daegu Branch

Vietnam Branch

PR Team

교육문화팀
Education & Culture
Team

우크라이나 지회

콘비전

Ukraine Branch

Corn-Vision

국내기관          

선의어린이집
Sunny Korea Kindergarten

해외기관

Overseas Services · Organizations

• 뉴욕법인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New York Branch, the USA

• LA지회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LA Branch, the USA

• 베트남법인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Vietnam Branch

• 우크라이나 지회

•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Ukraine Branch

•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초청 무료수술사업

• The Project of Free Surgery for Inborn Cardiac Children

• 베트남 하노이 선의적십자병원 운영

• The Management of Red Cross Sunny Korea Clinic in Hanoi, Vietnam

• 베트남 다낭 선의태권도체육관 운영

• The Management of Sunny Taekwondo Gymnasium in Da Nang,

• 베트남 다낭 IT대학 지원

Vietnam

• 중국 내몽고 한국어학과 운영

• The Support of Da Nang IT College, Vietnam

• Corn-Vision 아동후원사업

• The Management of the Faculty of Korean Language in Inner Mongol,
China
• The Support of Corn-Vision, Children Supporting Business

선의지역 아동센터
Sunny Korea Community
Children Center

선의연수원
Sunny Korea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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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소식 | Sunny Korea News

선의소식 | Sunny Korea PR Activities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좀 더 많은 분들의 선의를 모아 소외되고 그늘진 곳, 가난하고 병든 곳 곳곳에 참다운 사랑을 전달하여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재단 소개와 활동을 담은 소식지
‘선의소식’
을 매년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에는 100명의 심장병 어
린이가 새 생명을 찾게 된 것을 기념하여 기념책자 'Heart On' 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분들의 선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선의의 사랑을 알리는 홍보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The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publishes a newsletter, "The Good Will News" once a year covering about Foundation and
its activities, to show how the foundation puts love into practice by delivering true love to places where sick and poor people live

1985

1986

1987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in the shadows, neglected by our society. Furthermore, a booklet called "Heart on" was published to commemorate 100 children
with heart disease who gained new life through surgery. I hope that the charity of still more sponsors and members of the
foundation will be gathered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inform others of our good will and love will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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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해외 매체 보도 | Sunny Korea on Oversea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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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국내 매체 보도 | Sunny Korea on Domestic Media

Wednesday, September 5, 2012

“당신의 희생 덕에 오늘의 우리가…”
기독교 봉사단체‘서니파운데이션 LA’
8일 베테런 가족 20명 초청 보은행사
4년 전 탄생 다채로운 봉사활동 펼쳐
크리스천 비영리 봉사단체인‘서니파운데이션 LA’(회장 주명은
권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 등 20여명을 초청해 보
은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LA지회로 2008년 탄생한 이래‘사랑의
혁명’을 꿈꾸며 조용한 섬김과 나눔의 활동을 펼쳐온 이 단체는 오
는 8일(토) 오후 4시30분 주명은 회장의 풀러튼 집에서 참전용사
들을 위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한다.
주 회장은“몇 년 전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6.25 때 한국을 위
해 싸웠다는 백인 노인 한 분을 만나 얘기하던 중 80세가 넘으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
다”고 말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될 이 행사에는 풀러튼, 위티어, 라
하브라, 글렌데일, 헌팅턴팍 등에 거주하는 베테런 가족들이 참석,
40여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식으로 식사를 하고 자신들이 간
직하고 있는 한국관련 물품을 전시해 추억을 나누는 한편 이역만
리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생생한 경험을 들려준다.
‘Mary’s Soup Kitchen’에서 노숙자들을 돕다가 만난 서니파운데
이션의 회원들은 유명 서예가가 한글로 성경구절, 시, 베테런들의
이름을 쓴 부채, 한국전 노병들에 관한 책‘You Are Not Forgotten’,
한국 과자 등이 든 작은 꾸러미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
행사 서두의 예배에서는 고문을 맡고 있는 박광철 목사(조이펠

로십교회), 박충기 목사(엘피스교회), 장명주 목사(여명선교회) 등
이 설교, 기도, 찬양인도 순서를 맡는다.
사도행전 20장35절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이 있다’를 버팀목으로 삼는 서니파운데이션의 관심은 늘
소외 당하는 이웃들에게 머문다.
겸손하게 자신들을‘형편에 따라 한 달에 10달러 이상을 기부하
는 개미군단’으로 표현하는 회원들은 여명선교회의 찬양집 제작
을 재정적으로 도왔으며, 이 단체의 사역에 동참해 매월 넷째 토요
일 라팔마의 한 양로원을 방문, 외로운 노인들과 더불어 찬양을 부
른다. 또 그레이스랜드 미션의 장애인 사역과 뇌성마비 자녀를 데
리고 어렵게 사는 시카고의 한 여성을 매달 지원하고 있으며, 인디
언 선교를 위한 영상장비 구입비용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폴 서 선교사가 섬기는 티화나 교도소를 방문, 성
경, 음식, 생필품 등을 수백명의 수감자들에게 전달했으며, 동족들
의 아픔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모퉁이돌선교회의 북한선교에 작
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준비 중이다.
크리스천인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던 초
창기부터 인간적인 생각이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주 회장은“매년 자원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성경통독을 함
께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선의복지재단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던 40대 여
성 3명에 의해 1982년 창립돼 소년소녀 가장 돕기의 선구자 역할
을 하는 한편 어린이 심장병 무료수술에 앞장서고 노인병원과 크
리스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가 하면 베트남에 병원을 세우는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의 (714)773-5578
<김장섭 기자>

A20

선교하는 삶

김범수
<치과의사>

“뚱뚱한 사람은 인생 낙오자다”라고 세상 미디어들이 우
리를 세뇌시킨다. 환자 대기실에 배달되는 미국 패션잡지를
보니 어여쁜 여자 모델들은 죄다 말라깽이다. 남성용 패션
지의 젊은 청년들은 잡지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반짝거리
는 그을린 피부와 단련된 근육으로 독자들의 기를 죽인다.
잡지를 팽개치고 진료실을 돌아 내 방으로 들어온다. 한
인타운 한복판 3층.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창문 아래로
행인들이 바삐 지나다니는 것을 본다. 위에서 내려다보아
그런지 다들 키가 작다. 잡지에 실렸던 콩나물처럼 잘 자
란 말라깽이들은 안 보이고 남자들도 근육은커녕 하나같
이 두리뭉술! 어깨는 앞으로 휘고 배도 나왔다. 반바지 입
은 종아리 아래에는 고된 노동으로 잡힌 알통이 불룩할 뿐
이다. 걸어가는 여자들 역시 헤비급이다. 배와 가슴의 경계
는 불분명하고 체격과 상관없이 꽉 조인 스키니 청바지를
입었는지 발랐는지 하체의 실루엣도 제멋대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낸 황금비율은 결국 잡지 사진
속에서나 가능할까? 그가 말한 황금비는 실제로 사람의 배
꼽을 기준점으로 해서 손가락과 손바닥, 발바닥과 머리, 코
의 크기, 양쪽 귀 등을 측정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1984년 12월 4일 동아일보                     

1985.12.11 경향신문                     

News Article on Dong-A Ilbo,
December 4th, 1984

News Article on Kyunghyang Shinmun, December 11th, 1985
1985.12.12 경향신문                     
neighborsunfortunate neighbors

배둘레햄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천 봉사단체‘서니파운데이션 LA’는 오는 8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 등 20여명을 초청해 보은행
사를 개최한다.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창립 3주년 행사를 갖는 모습.

석은옥 권사 초청 간증집회
미주평안교회(담임목사 송정명·170
Bimimi Pl., LA)는 시각장애인으로 한인 최
초의 백악관 차관보급까지 올랐던 고 강영
우 박사의 부인인 석은옥 권사를 초청, 9일
(일) 오전 11시15분 3부 주일예배 시간에
간증집회를 개최한다.
50년간 강 박사의 지팡이가 되어 뒷바
라지하고 두 아들을 안과의사와 변호사로
훌륭하게 길러낸 석 권사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자녀 교육 등에 관한 간
증을 한 바 있다. 오는 7일 LA 한미여성연
합회가 수여하는 훌륭한 어머니상을 수상
하게 돼 LA를 방문했다.
문의 (213)381-2202

가명·건달·노파심·야단법석의 공통점은?
왔다. 건달의 원어는 음
■종교 신간‘생활 속 불교용어’‘프라즈냐프티’에서
악의 신, 거리의 악사나 배우 등의 의미가
가명, 건달, 노파심, 다반사, 습관, 아수라
장, 야단법석, 통섭, 찰나, 향수….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
는,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라는 점이다.
불교 칼럼니스트 방경일 씨가 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불교용어를 골라 기원과
현대적 쓰임새 등을 서술한 책‘우리가 모
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를 냈다.
가명은 불교용어 중‘임시적인 이름 짓
기에 의한 지시’라는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있는 산스크리트어‘간다르바’(gandharva)로
소리에 따라 불경에서‘건달바’로 번역됐다
고 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지나치게 걱정
할 때 사용되는 단어‘노파심’은 불교의 선
종에서 나온 말이다.
야단법석은 원래 야외에서 설법하는 자
리를 의미했는데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
을 겨냥한 상인들도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시끌벅적한 상태가 되자 나중에 이런 소란
스러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고 저자
는 설명한다. 도서출판 운주사. 256쪽.

다음‘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유명한 인체도를 그려
낸 것이 아닌가. 1:1.6 이라는 비율. 이것이 고대 그리스 시대
로부터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최고의 미
적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강제로 주입시킨 이상형 미남, 미녀들
의 체격은 이보다 훨씬 드러매틱하다. 지난 달, 미 전역에서
동시에 열린‘여성도 상의를 벗고 다닐 권리주장 궐기행진’
에 참가한 여성들의 반라 모습을 얼핏 TV에서 보았다. 플
래카드를 들고 앞장 선 여성들은 거의가 카메라 기자들로
둘러싸여 잘 보이지 않는다.
이 행진에 즈음해서 아티클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의견들을 종합하면 대개 이런 내용이다. 즉‘여성들은
,
미디
어가 조작해낸 완전한 미의 조건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외
모에 열등감을 안고 있다. 이들이 상의를 벗지 못하는 이유
는 남녀불평등한 사회적 억압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열등감 때문이다’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견을
덧붙일 마음은 없으나 미디어가 꾸며낸 21세기적 인체 황
금률은 허상이라는데 동의한다.
나 역시‘배둘레햄’을 빼는 것이 늘 목표에 들어 있지만
잘 안 된다. 한 번은 독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 플랜에 도
전했다. 4주 코스인가 하는 이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은 일체
의 곡기를 끊고 무슨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시
작됐다. 계란 후라이와 노란 버터 바른 빵, 지글지글 맛있게
구운 베이컨으로 시작되던 아침 대신 멀건 미숫가루 같은
드링크 한 컵, 간호사들과 즐겁게 나누던 한식당의 푸짐한
런치메뉴 대신 무슨 알약 두 세알, 퇴근한 뒤에도 기나긴
저녁시간 동안 고작 맛없는 초록색 물 반 컵….
극기 훈련 일주일째에 접어들자 타겟 삼았던‘배둘레
햄’이 빠지는 대신 서서히 내 인격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가 들리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무엇을 물어도 자세히 설명
할 기운도 없고 간호사들이 옮기는 최신 유머에도 웃을 마
음이 안 든다“선생님
.
, 차라리 다이어트 그만 하시면 안돼
요?” 보다 못한 주변의 권유에 나는 못 이기는 척, 즐거이
세속으로 귀환했다. 신경질적인 말라깽이보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잘 웃는,‘배둘레햄’의 내가 나는 좋다.

1983년 12월 7일 동아일보                     
News Article on Dong-A Ilbo,
December 7th, 1983

1987년 12월 2일 동아일보                     

2012년 9월 5일 선의 LA지회 활동 기사 - 미주 한국일보                     

1986년 7월 10일  경향신문                     

News Article about Activities of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LA Branch, USA (Korea Times)

News Article on Kyunghyang Shinmun,
July 10th, 1986

News Article on Dong-A Ilbo,
December 2nd, 1987
1986년 9월 4일 동아일보                     
News Article on Dong-A Ilbo,
September 4th, 1986

1997년 4월 19일 한겨레신문                     
News Article on the hankyoreh, April 19th, 1997
2010년 1월 12일 동아일보                     

1987년 11월 28일 경향신문                     

News Article on Dong-A Ilbo,
January 12th, 2010

News Article on Kyunghyang
Shinmun, November 28th, 1987

1983년 12월 2일 동아일보                     

1984년 2월 28일 동아일보                     

News Article on Dong-A Ilbo,
December 2nd, 1983

News Article on Dong-A Ilbo,
February 28th, 1984
1990년 12월 17일 동아일보                     
News Article on Dong-A Ilbo,
December 17th,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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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노인전문병원
Sunny Korea
Hospital for the Elderly

세종병원
Sejong General Hospital
www.sejongh.co.kr

경기도 부천시 소사에 위치한 부천세종병원은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이다.
법인 설립 이후 심장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실험과 체계적
심장진료 시스템을 구현, 과감한 시설투자등을 구준히 시행
하였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정한 심장혈관 전문병원으
로 특히 심장수술부문에서는 국내 최고수준의 수술률과 성
공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심장혈관에 뇌혈관을 더해 대한민국 심장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순환기센터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
다.
심장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종병원
의 비전은 국경을 넘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
술을 해주기 시작하여 2011년 해외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1000례를 달성하였는데 그 1000번째 대상 어린이가 한국선
의복지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된 베트남의 푹이었다.
세종병원은 2001년부터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초청한 어린이
를 무료로 심장수술해 주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1
년 현재 17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재단의 초청과 세종병
원의 수술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같은 세종병원의 노력이 우리나라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심장이 건강하게 뛰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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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jong General Hospital in Bucheon is a leading
hospital specializing in heart disease in Korea.

Since its foundation, it has continuously led
clinical tests and studies, developed a systematic heart
treatment system, and invested in large scale facilities.
Sejong General Hospital was approved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s specializing in
heart disease in Korea and boasts the highest operation
rate and success rate.
In addition, Sejong General Hospital expanded its
specialties to cerebrovascular diseases.
The mission of Sejong General Hospital is to make
our society free of heart troubles and vascular diseases.
Sejong General Hospital also offers free heart surgeries
for children from poor countries. The free surgery
program recently reached 1000 cases. The 1000th case
was a child named Phook from Vietnam. He was invited
by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ince 2001, Sejong General Hospital and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have arranged a partnership to
give free operations to children invited by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170 children who suffered from
heart disease had surgery offered by Sejong General
Hospital through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선의노인전문병원(www.선의노인전문병원.kr)은 양한방 협
진병원으로 양방 전문의의 적절한 약물치료와 전문한의사의
한방의료 서비스(침, 부항, 온열요법등), 물리치료, 방사선치료
를 통해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
들의 심신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와 간병사의 헌신적인 섬김과 어르신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노원구 상계동 7호선 8
번출구(롯데백화점 맞은 편)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
한 전문병원이다.
선의노인전문병원은 한국선의복지재단에 Tien(고압선 감전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베트남 소년)이 한국에 왔을 때도 숙
식제공, 의료지원, 재정지원 등으로 협력한 바 있고 기타 본
재단의 여러 사업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착한 병원이다.
앞으로도 선의노인전문 병원을 통한 온기가 여러 개인과 단
체에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Sunny Korea Hospital for the Elderly provides both
western drug treatment and oriental medical treatment
such as acupuncture, cupping, and heating therapies. In
addition, to ease the pain from geriatric diseases, Sunny
Korea Hospital for the Elderly provides physical therapy
and radiation treatments. There are devoted nurses
and care workers who take care of seniors and many
programs are offered for seniors to participate in. Sunny
Korea Hospital for the Elderly is located near gate 8 of
the 7th subway line. It is across from Lotte department
store, which is easy to find.
Sunny Korea Hospital for the Elderly once helped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ith housing and
medical support for Tien from Vietnam, who lost his
arms and legs. As an alliance organization, Sunny Korea
Hospital for the Elderly has participated in many social
projects together with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unny Korea Hospital for the Elderly expects to share
love with people and organizations in need for many
times to come.

May the effort of Sejong General Hospital continue its
job till the end.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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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s Voices...

선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드라 폴리에 다리아노-파우, 의학박사
(Dra. Vholie Dariano-Pau, MD)
필리핀 지방 보건의료 담당의

TRIUMPHANT @ 30…..

성공적인 30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모든 임

적 지원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보건의료의 필요성이 간과되
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
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입니
다. 이렇게 훌륭한 재단에서 여러분을 만나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귀 재단에서 중병에 걸린 아동을 위한 간호활동을 자주 하
고 있듯이, 어떻게 환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 어떤
도움말로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저와 같은 보건의료 종사자,

보건의료 서비스의 예방적 기능, 환자 건강 증진 및 자활

부모 및 가족들이 실질적이고 정서적으로 그들을 지원하여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연속성 및 확대에 있어서

그들이 좋은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외당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람들의 필요성에 대응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활동을 위한 해결 방법이 바로 여러
분과 같은 조직입니다.

저는 한국선의복지재단 관련
분들과 직원들, 특히 문 정인

한국선의복지재단과 함께 활동하면서 효율적이고, 겸손하

관장님 부부와 가족들, 이 명

며, 사심 없이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은 상을 받을 만합니다.

숙 00(역주:직위를 적어주십시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나의 동료인 필리핀 수혜자들을 대

오) 님 부부와 가족들에게 진

표하여, 저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계속해

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사업에

서 대표적인 필리핀 공중보건의 수혜자가 되며, 일반 복지에

지대한 공헌을 해 주시고 필리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핀인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
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재단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생존을 이어갈 그 어떤
수단도 없이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 특히
여러분의 가족 중 어느 누구에게는 사회적, 정신적 및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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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30주년을 축하하며 귀 재단이 더욱 더 발전하기 바랍
니다.

I

t is with great pleasure and honour to convey
my warmest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to the
officers, staffs and members of the SUNNY KOREAN
WELFARE FOUNDATION on its 30th Year Anniversary. It
is my extreme pleasure to join you and speak before this
beautiful organization as this is indeed, a heart-warming
celebration.
Your very existence as an organization is the key to
relevant structures and processes that respond to the
needs of the underprivileged people across Asia-Pacific
Region in helping and expanding the continuum of
health care by enhancing the promotive, preventive, and
rehabilitative aspects of health care delivery.
As you deal with the organization – SUNNY KOREAN
WELFARE FOUNDATION, you are therefore, rewarded
for rendering your services with efficiency, humility and
selflessness. As a representative of my fellow Filipino
clients who needs health care, I keep the faith and do
my share by helping them to further strengthen and
continue to be a beacon of Philippine Public Health and
heightened awareness for the general welfare of our
people. As your organization emphasizes the quality of
life for someone who is just waiting to die without any
means of survival is always related to medical care but,
that social, spiritual and emotional support are equally
important to us especially among the members of your
family. I believe that the need for medical care must
not be overlooked. As care for the very sick children is

often provided by your foundation, health workers like
me, parents and families do our shares to practically and
emotionally support them to enable them to give good
care including information on how to make sick person
comfortable and counsel them to help them cope.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st thanks to the
SUNNY KOREAN WELFARE FOUNDATION members
and staffs especially to Mr. and Mrs Moon and family; Mr.
and Mrs Lee Myeong-Sook and family and for all those
who have contributed a great deal to this project and
who helped us Filipinos in making this dream come true.
Thank you so much!
Happy 30th Year Anniversary and more power to your
organization!
Dra. Vholie Dariano-Pau, MD
Rural Health Physician
PHILIPPINES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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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 Guide to Sponsorship

Guide Line to Spponsor
A warm heart – A sincere neibours – A brighter world.
Become sponsors to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e look forward to your sharing cooperation.
“Yearning to do something even that is tiny to others. We
are waiting for such willingness and your heart. It is no
later than right this moment time!!”
Please contact us at:
Tel: +82-2-884-5510
E-mail: goodwill@sunnykorea.org
www.sunnykorea.org

따뜻한 마음, 정다운 이웃, 살만한 세상을 알리는 한국선의복지재단!
한국선의복지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내 안의 작은 마음
그 선의를,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후원관련문의 : 전화_ 02-884-5510 이메일_ goodwill@sunnykorea.org

후원분야

참여방법

국내사업후원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후원하시려면 www.sunnykorea.org

소년소녀가정,빈곤가정,소외된 어르신 등 도움의 손길이 필

에 접속하셔서 "한국선의복지재단 온라인후원으로 들어가

요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후원합니다.

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후원(Corn-Vision)

● 핸드폰으로 후원하기

해외 저개발국가의 빈곤가정아동을 후원합니다.

● 신용카드로 후원하기

의료사업후원

● CMS 정기후원

해외선천성심장병어린이수술과 베트남무료병원을 후원합

무통장입금후원은 입금하기 편한 은행을 선택하여 직접 폰

니다.

뱅킹이나 은행에 가셔서 아래에 적힌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문화사업후원
베트남태권도교육사업과 중국한국어학교를 후원합니다.
북한사업후원
북한의 산모와 신생아를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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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면 됩니다.
계좌: 국민 046-01-0243-154 / 예금주: 한국선의복지재단

Fields to be sponsored
Domestically supported
Preferably sponsor those in need including children having
no foster and education from their parents, children
coming from poor family, dependent elders, etc.

To sponsor us at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unnykorea.org at tab
named “Online Sponsor to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Overseas projects (Corn-Vision)
Supporting children from poor famili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 Sponsor via cell phone (in Korea only)
• Sponsor via credit card
• Sponsor via CMS periodical fund CMS (in Korea only)
• Sponsor via sending money without an account

Medical projects supported
Offer free heart operation on children of congenital heart
disease in overseas countries and freely support hospitals
in Vietnam.
Cultural projects supported
Support Taekwondo training project in Vietnam and
support Korean school in China.
North Korean projects supported
Support pregnant women and newborn baby in North
Korea.

To sponsor via sending money without an account, you
only need to choose a convenient bank for transaction.
Call the bank by your cell phone or contact the bank
directly to wire your amount to our following banking
account
• Bank name: Kookmin Bank
• Bank number: 046-01-0243-154
• Beneficiary: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www.sunn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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