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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사람에게는 자기의 행복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된 역할을 하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어떻게 살리고 키워 가야할지 또는 너무 작은 것이라 돕기를 망설
이거나 나 혼자 돕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되기 쉽습니다. 선의재단은 누
구나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따뜻한 마음, 시간, 지식, 기술과 물질 등 나
혼자의 것은 작지만 개인, 단체, 기업들의 선의를 예탁받아 소외되고 그늘진 곳, 가난하고 병들어 고
생하는 이웃과 국내외 저개발국 등 선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랑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목적입니다.

선의 재단의 활동은 첫째 사랑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둘째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의 협력 network
를 이루어가며, 셋째 의료, 문화, 교육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고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선의복
지재단의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입니다.

핵심 가치
이웃을 향한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VISION
Networking을 통한 Global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 더불어 사는 선의
2. 발이 되어 뛰는 선의
3. 꿈꾸는 자를 만드는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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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며...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여주기

하늘은 어느 때보다 높고 맑으며, 마음은 추수의 결실로 넉넉해 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와지고 여유로와 지는 것은 가을이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선의복지
재단 창립 29주년 행사를 갖게 되니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기회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온 29년, 돌이켜 보건데 그동
안 우리 재단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
총이고 아래로는 고문님과 이사님, 그리고 국내외 여러 회원님, 후원자님의 기도와 사랑의 힘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작은 힘들이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큰 일들은 모두 작은 힘들
이 모여 이룬 것이지요. 요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분명히 미국에서 발명되기는 했는데
누가 발명했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답니다. 이유는 약 25만명의 과학자들이 힘을 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달에 착륙시켰던 인간의 놀라운 계획을 미국 NASA의 아폴로 계획
이라 합니다. 이것도 어떤 천재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40만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힘을 합
해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이것 역시 많은 작은 힘들이 모여 업적을 이룬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 지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힘을 모을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창립 29주년을 맞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왕 시작한 선한 일에 힘을 모아서 나아간다면 더욱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도 나이가 29살이면 장성하였고 자칫 자기 힘 자랑 하기 쉬운 나이입니다. 이럴 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라."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해
산의 수고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 생각되었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선한 목적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라는 말씀은 오늘을 맞는 우리 재단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선의 재단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역사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이웃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든 선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17)2011_선의소식지.indd 4

2011-11-17 오후 6:43:38

한국선의복지재단 회장 유진크레베스 대표의 글

세계로 흘러가는 선의...

한국선의복지재단 회장

문영기

한국선의복지재단은 29년 전 '선의은행'이란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은행은 돈을 맡기고 찾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선의은행은 회원들이 기탁한 물품, 기술, 노력 등을 예탁 받아 필요한 곳에 전
달하였습니다. 은행과는 달리 내가 예탁한 것을 찾아 쓰는 사람은 내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
람들이었습니다. 29년전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리 어려운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현
재의 선의관악복지관이 있는 위치도 서울에서 가장 대표되는 달동네였습니다.
선의복지재단의 이사님들이 그 힘든 시기에 사랑과 정성을 모아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시작하신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창립 29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경기의 악화로 인해 세계경기가 침체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
구촌의 빈곤계층은 더욱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상태가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환경, 인권 등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지
구의 사막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물 부족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으며 북한은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세계에서 최빈국의 상태
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선의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선의재단의 해외
사업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케냐, 볼리비아 등에서 들어오는 지원 요청
으로 인해 해마다 사업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도 29년 전 국내 최초로 소년소녀
가정 돕기 운동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병원 건축과 운영, 교육 사업 등을
통하여 선의의 손길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2년 재단 창립 30년을 준비하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이사님들과 재단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
과 봉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국내외에서 수고
하는 봉사자들과 경남지회, 경주지회, 대구지회와 베트남 지회, 미국 뉴욕법인과 LA지회의 이사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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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의복지재단 중앙회 이사의 글

善意여 영원하라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

하숙란

한국선의복지재단 29주년과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4주년을 맞이하는 저에겐 남다른 감
회가 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40세 중년이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큰 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었던 1984년. 딸애는 소년조선일보 기자단으로 활동하였는데 조선일보 주관으로 서울소재 초
중고 기자단이 동남아 5개국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계기로 어머니모임이 결성되어 정기
적으로 모임을 갖던 중 어느 어머니가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름이
'선의은행'이라는 제보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의 걸음마도 걷지 못하던 시절 가난한 자들
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는 취지에 관심이 가서 제 발로 직접 찾아간 것이 선의와의 첫 인연입니다.
30대 후반 어린 자녀 셋을 둔 회사원의 평범한 아내였던 저는 선의에 발은 들여 놓았지만 조금은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고 대체로 안정돼 보이는 중년의 이사님들 사
이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초지일관 뜻을 접을 수 없었던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과 내겐 젊음과 건강이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아
퀴나스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행복과 의미있는 삶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고 말했는데 저에겐 그 열
망이 특별히 컸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그 일념으로 시작했던 선의에서의 섬김은 신앙생활 초년생이었던 제게 그
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주위에 수많은 후원자들을 선한 일에 동참시킴
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문을 노크는 했지만 지
금까지 모두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 이사회 총무, 후원회장, 중앙회 이사, 경
남지회 창립회장 그리고 Corn Vision회장까지. 오늘도 선의인으로서 묵묵히 걸어 갈 수 있음은 하
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선의재단에는 많은 국내외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6년동안 지속하고 있는 Corn
Vision 아동후원사업을 잊을 수 없습니다.
콘비전 사업 초기에 대상자 발굴 투어를 하던 중 경남 진주의 어느 집에 들어섰을때 허름한 대문
오른쪽에 굵은 대나무가 꽂혀 있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내외가 집을
나가고 손자 셋을 키우고 있는 무당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냉기가 가시지 않은 단
칸 방, 스치로폴 위에 겹겹이 깔아놓은 담요 위에서 세 남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고 있다가 낯
선 방문객들을 바라보던 그 초롱초롱하던 눈망울들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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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집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꼈고 큰 아이인 정혜(8세) 를 돕기로 결정하여 이제까지 그 손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정혜가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네요, 얼마전 이제는 중학생이 된 정혜가 문자로 감사의 인사
와 함께 앞으로 자신도 남을 돕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전해 왔고 그 무당 할머니도 처음으로 전화
를 하셨는데 많이 쑥스러워 하시면서 선의 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아이라도 우리가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다 보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 거두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참
으로 신기한 것은 콘비전 후원금은 생각지도 않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되 그것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 소유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의 어렵고 가난했던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고 유한양행의 창시자 유일한
박사님과 또 여인으로서 선의의 마음으로 이웃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여주기 이사장님
같은 분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사회에 더욱 감동과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던 날 낡은 성경책이 그 분의 머리맡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분이 남긴 것이라곤 구두 두 켤레와, 양복 세 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분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라 생각한 청지
기적 가치관의 소유자 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분이 남긴 말씀 한마디가 깊어가는 이 가을에 가슴
한 켠에 커다란 울림으로 남습니다.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
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돌보는 다음 세대를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바로 다가 올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멋
지게 세워져 나갈 훌륭한 인적 재산임을 ....
재단 창립 29주년과 복지관 개관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의여 영원하라"고 소리높여 외치
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들을 향한 선의의 정신이 대를 이어 영원히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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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의복지재단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
습니다.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들을 정말 필요한 곳
에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혼자서는 작지만 모이면 커지는 후원자님 한 분 한 분의
정성으로 기분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회장
고문

감사
법인사무국

지회

사업부

시설

국내지부

해외법인

국내사업

해외사업

국내시설

해외시설

경주지회

미국뉴욕법인

국내사업팀

해외사업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다낭선의태권도체육관

경남지회

베트남법인

북한사업팀

보건의료팀

선의어린이집

하노이썩선선의적십자병원

대구지회

미국 LA지회

홍보마케팅팀

교육문화팀

선의노인요양센터

뉴욕 선의게스트하우스

후원개발팀

선의지역아동센터

CORN VISION팀

선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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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의복지재단 소개

조직구성원
고문
강일구(호서대 총장) / 김진홍(두레교회 담임) / 이정익(신촌교회 담임) / 한혜빈(서울신대 교수) / 황산성(변호사)

역대후원회장
1대_이의숙 / 2대_김혜자 / 3대_유경식 / 4대_하숙란 / 5대_한금복 / 6대_박영숙 / 7대_이옥무 / 8대_이상희

이사회 임원
이사장
중앙회회장

이사

여주기
조경옥 / 문영기
곽치섭 / 권항자 / 김에스더 / 김옥훈 / 김정혜 / 김종덕 / 문영기 / 문용자 / 문정인 / 문정임 / 박성희 / 박숙자 /
박준형 / 박현주 / 신귀례 / 양희숙 / 엄혜정 / 여옥기 / 오혜선 / 유태선 / 이영희 / 이필남 / 정송자 / 조경완 / 조문자 / 주기옥 / 하숙란 / 한금복 /
황명덕

이사장 여주기

중앙회 회장 조경옥

중앙회 회장 문영기

증경회장 조경완

곽치섭

권항자

김에스더

김옥훈

김정혜

문용자

문정인

문정임

박성희

박숙자

박준형

박현주

신귀례

양희숙

엄혜정

여옥기

오혜선

유태선

이영희

이필남

정송자

조문자

주기옥

하숙란

한금복

황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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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이사회 소개
한국선의복지재단 중앙 이사회는 매월 이사회를 갖고 한국선의복지재단이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후원자 사
이에서 헌신적인 가교가 되어 서로의 이해와 관심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치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하
나 되는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색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이사진은 창립 이후 29년동안 한결같은 모습과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본 재단의 오늘을 있게 했고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임무와 효과적인 국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이다.

2011년 주요활동

1

1. 2010년 12월 28주년
창립기념행사 중 조경옥 회장기도
2, 야외 이사회 3. 정기이사회

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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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9월 재단 여주기 이사장
서울신학대학교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식에 함께한 이사진
5. 여주기 이사장과 유석성 총장
6. 세종병원 해외 심장병 무료 수술 1000례 행사

4

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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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연혁

1980-1989

1982 12
1983 01
1983 12
1984 10
1987 12

한국선의은행중앙회 발기
마포구 망원동 소재 빛난음악학원 내 임시 사무실 개설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이전
보건사회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득함
봉천5동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창립

1990-1999

1990 08
1992 02
1993 03
1993 03
1994 00
1995 01
1999 10

선의은행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공로 표창(무안군청, 목포시청)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공로 표창(신안군청)
선의은행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인가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선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
경주지회 창립
소사복지회관 위탁운영,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승격

2000-2010

2000 03
2000 07
2000 08
2001 07
2001 07
2002 05
2002 12
2003 06
2003 10
2003 11
2004 05
2004 07
2005 04
2005 07
2005 09
2005 11
2006 03
2007 07
2008 08
2008 08
2009 06
2009 09
2010 08
2010 09

경남지회 창림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 개관
대구지회 창립
소사자활후견기관 개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지관 명칭 변경
선의은행 미국뉴욕법인 설립
베트남 내 해외 NGO 등록
베트남 정부로부터 표창장 수여
치매노인센터 개소 (선의관악종합복지관 내)
한국선의복지재단으로 법인 명칭 변경
베트남 국가부주석 재단 감사 방문
베트남 다낭시 선의태권도 체육관 기공
선의시니어케어센터 개원 (現 선의노인전문병원)
선의복지재단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 NGO등록
서울신학대학교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천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어린이집 기증
베트남 하노이 썩선선의적십자 병원 준공
선의복지재단 KCOC(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회원단체로 등록
미국뉴욕법인 게스트하우스 개관
미국LA지회 창립
Sunny Korea Cup 다낭 전국태권도 대회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협약
중국 통랴오 내몽고 민족대학 한국어교사 파견
LA 조이랜드 내 써니 솔트하우스 지도자 훈련원 협의
베트남 하노이 썩선 선의적십자병원 2기 준공

2011-

2011 04
2011 05
2011 07
2011 09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00명 수술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교와 강원대학교 MOU 체결 네트워킹
하노이 썩선선의적십자병원 이동진료사업 시작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교와 선의복지재단 협력사업을 위한 MOU 체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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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후원

"선의은행에

선의

를 예탁하세요"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많은 분들의 선의를 예탁받

후원 회원

월 10,000원 이상

평생 회원

월 1,000,000원 이상

장학 회원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50~100%)

콘비전 회원

월 10,000원 이상

아 국내^외 꼭 필요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
니다.

+ 일시후원
물품 선의예탁

차량, 의류, 문구, 선물 등

재능 선의예탁

통역, 번역, 그림, 촬영, 미용, 음악 등

노력 선의예탁

수술 어린이 간병, 운전, 업무 자원봉사

단체 선의예탁

동창회, 동아리, 교회 등 단체에서 예탁

기념일 후원금

첫 돌, 생일, 결혼 등 기념일의 축복을 나누고자 할 때

+ 결연사업
빈곤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가정과 1:1 후원결연
무의탁노인 결연
해외아동 후원결연 (현재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볼리비아)
후원금 : 1회 20,000원 / 30,000원

+ 후원계좌
계좌번호

국민은행 / 046-01-0243-154 / 한국선의복지재단

지로번호

751045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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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주요 사업

해외 사업

가. 심장병 무료 수술 사업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의료혜택
을 받지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이러한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최
고의 의료진과 함께 심장병 정밀검사와 수술로 새 생명을 선물하고 있습
니다.
2011년 11월 현재 209명 수술

나. 베트남 다낭시 선의 태권도 체육관 운영 & IT대학 지원
베트남 다낭시에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올바른 태권도 문
화를 알리고, 베트남 국민의 체력증진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낭 IT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다낭시 IT발전과 후진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하노이 썩선현 선의 적십자병원 운영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베트남 빈민지역인 썩선에 무료 클리닉을 운영,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반 운영

마. 도미니카 선의 교회 운영

중국 통료 내몽고민족대학교에 한
국어학과 운영, 국제협력 MOU체결

바. 연변 선의 노인의 집 지원
사. 중국교회 선교 지원
아. Corn-Vision 아동후원사업
빈곤과 질병 등 여러가지 문제로 어
려움을 겪는 해외 어린이들에게 실
절적인 도움을 주고 비전을 제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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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요 사업

2011 주요 사업

국내 사업

가. 경남지회

나. 경주지회

소년소녀가정 후원금 지원, 저소득
층 생계비 지원, 반찬나누기, 장학
금 지원, 기관보조 등 지역사회복지
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재가복지와 아동복지사업 등 지역
사회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과 일반 계층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대구지회

라. 영동 선의연수원 운영

물질적 나눔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을 찾아서 봉사활동이 요구되는 현
장과 연결시켜 지역사회가 발전하
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하여 삶의 여
유와 활기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도회, 세미나, 연수, 단련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마. Corn-Vision 아동후원사업

바. 독거노인 반찬나누기

빈곤과 질병 등 여러가지 문제로 어
려움을 겪는 국내외 어린이에게 실
질적인 도움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경남 산청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
로 매월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방과후 교실, 이혼가정지원사업 등의 가족복지사업, 소년소녀가정, 독거
노인 대상의 반찬배달, 정서지원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사업, 지역 어르신
을 대상으로 탁구, 한글교육, 사물놀이등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 선의어린이집 운영

자. 지역아동센터 운영

어린이들의 창의적사고력 배양, 바
른 인성 함양, 건강한 몸과 마음의
육성을 교육 목표로 삼아 남과 더불
어 살아감에 있어 지혜로움과 행복
함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
니다.

지역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
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늦은 저녁
까지 보호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건
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 선의노인요양센터 운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 일상생
활을 수행하기 불편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심신기능 회복 및 전문 재
활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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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On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블로그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응원의 메세지를 남겨주세요!

http://heart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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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기관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작지만 기여하고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라
오스, 우크라이나, 볼리비아, 미국 등의 나라에서 보건^
의료사업과 교육^문화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성실
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18
25
39
42
46
48

선천성 심장병 무료 수술 사업
- 2011년 수술한 어린이
- 다시 만난 아이들
Happy Tien
Sunny-Vietnam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교 협력사업

해외 기관
52
55
56
58

베트남 하노이 썩선선의적십자병원
베트남 다낭 태권도체육관 운영 및 IT교육 지원
뉴욕법인
LA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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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
무료수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지금 이 순간에도 저개발 국가의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선의복지
재단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베트남에는 30,000명의 어린이들이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난때문에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그 가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
지고 한국의 세종병원과 협력하여 3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한국에 초청하여 무료수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천세종병원, 백병원, 건국대병원, 아산중앙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의 병원과 한국심장재단,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이브더칠드런, KT&G복지재단, 사랑과행복나눔재단, 한국 도메인클럽, 밀알심장재단, 서울시약사회, 흥농의료지
원재단, 남서울교회의료선교회, 수와진, 알바코퍼레이션, 스마일게이트, 유진크레베스 등의 단체에서 후원해주었습니다. 베트남
에서는 베트남 복지부 산하 베트남 아동보호기금, 유진비나, Understanding the Heart Charity의 협력과 개인 독지가의 후원으로
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와있는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베트남 환아와 보호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좋은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갔고 유진크레베스의 전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이 사업에 동참해주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사업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베트남외에 필리핀, 라오스,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에
게도 이 사업을 전개하여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209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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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심장병 무료수술 사업

무료수술현황 (2001~2011)

시행연도

2001년

시행차수

1차

2차

국가

베트남

베트남

인원

3

4

2002년
3차

4차

베트남

베트남

5

5

2003년
5차

6차

베트남

베트남

4

4

2004년
7차

2005년

2006년

8차

9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5

7

5

수혜아동

성별

나이

병명

Hoang Nuyen Khanh Trang

F

14m

VSD

Hoang Thao May

F

22m

VSD

Le Thi Thanh Phuong

F

4m

ASD

Huynh Cong

M

4y

VSD

Pham Thi Thu Hien

F

6y

ASD

Doan Thi Thanh

F

13y

ASD

Truong Thi Thanh

F

14y

ASD

Tran Thieu Lai

F

28m

TOF

Trinh Nguyen Hong

F

5m

VSD

Nguyen Quynh Diem

F

15m

ASD

Duong Thuy Tien

F

5m

ASD

Vu Thi Huong

F

10y

ASD

Cao Xuan Dung

M

12y

VSD

Bui Nhu Thuan

F

6y

VSD

Tran Van Phong

M

3y

VSD

Doan Tuong Vy

M

3y

VSD

Vu Dong Hai

M

2y

VSD

Ngan Viet Duc

M

12y

VSD

Nguyen Thi Nhu Quynh

F

4y

TOF

Hoa Xuan Van

M

4y

VSD,AS

Tran Hung Quoc Khai

M

3y

TOF

Hoang Phuong Anh

F

6y

ASD

Nguyen Phuong Anh

F

1y

UVH

Nguyen Trung Duc

M

13

ASD

Tong Van Hoang

M

8y

VSD

Bui Van Thang

M

7y

ASD

Vu Thi Dieu Hang

F

3y

VSD

Nguyen Hue Minh

M

10y

TOF

Nguyen Van Hoai

M

14y

ASD

Phan Thanh Hung

M

3y

VSD

Dong Thi Lan Anh

F

3y

VSD

Nguyen Duc Quang

M

3y

VSD

Nguyen Tuan Doc

M

2y

VSD

Do Trung Huyen

M

4y

VSD

Pham Thi Hau

F

13y

DORV,VSD

Hoa Truc Vy

F

3y

TOF

Mai Minh Hoang

M

3y

TGA

Truong Quoc Loc

M

2y

VSD

Bui Duy Thang

M

3y

TOF, VSD

Do Thien Quy

M

16y

TOF, VSD

Luu Ba Loc

M

9y

TOF

Pham Thi Huong Giang

F

13y

V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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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

시행차수

10차

11차

12차

국가

베트남

베트남

라오스

인원

5

12

2

2007년

13차

14차

베트남

베트남

20

8

수혜아동

성별

나이

병명

Nguyen Duong Quy

M

3y

ASD

Phan Manh Duc

M

3y

VSD

Tran Ngoc Kieu Trinh

F

7y

ASD

Nguyen Van Quy

M

10y

VSD

Mai Van Tran

M

12y

ASD

Nguyen Thanh Vinh

M

6y

TOF

Doan Thi Thu Huyen

F

1y

VSD

Nguyen Thi Tra Giang

F

5y

ASD

Tran Quang Minh

M

1y

VSD

Tran Dinh Vu

M

2y

ASD

Ho Tan Thanh

M

15y

VSD

Lam Thi Que Anh

F

7y

VSD

Nguyen Anh Thu

F

1y

VSD

Hoang Thi Bac

F

3y

TOF

Nguyen My Thi

F

3y

ASD

Pham Van Anh

F

4y

ASD, VSD

Nguyen Thi Khanh Uyen

F

6y

VSD

Soudalat

F

1y

PDA

Phonepasup

F

4y

TOF

Nguyen Thi Bich Tuyen

F

7y

VSD

Pham Thi Thu Ba

F

20y

VSD

Nguyen Thi Hue Man

F

10y

ASD

Nguyen Van Diep

M

11y

VSD

Huynh Huong Duong

M

7y

VSD

Luyen Thanh Nghia

M

7y

VSD

Nguyen Thanh Tung

M

20y

TOF

Tran Trung Tin

M

4y

VSD

Nguyen Hoang Anh

M

5y

VSD

Le Hoang Ka

M

13y

ASD

Nguyen Thi Truc Linh

F

17y

TOF

Pham Thi Xuan Mai

F

4y

VSD

Pham Thi Ngoc Huynh

F

4y

VSD, TR

Dinh Duc Dung

M

8y

VSD

Nguyen Hoang Nam

M

11y

VSD

Hua Ngoc Nhuy

F

10y

ASD

Chiem Hoang Nhan

M

11y

VSD

Le Ngoc Thanh Thao

F

5y

TOF

Pham Ngan Giang

F

6y

PS

Nguyen Pham Minh Quang

M

13y

TOF

Nguyen Duc Hoan

M

3y

VSD

Vu Xuan Son

M

7y

VSD, PDA

Nguyen Dieu Linh

F

5y

VSD

Bui Xuan Thinh

M

1y

VSD

Nguyen Khanh Linh

F

2y

ASD

Duong Xuan Khanh

M

15y

A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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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

히생차수

국가

인원

수혜아동

성별

나이

병명

M

14y

VSD

Nguyen Thi Hien

F

6y

VSD

Li Zixin

M

7y

VSD

Liu Xingjie

F

12y

PS

Yang Dongxu

F

9y

ASD

Zhang Jia Wei

M

7m

VSD

Tang Jiaxing

M

6y

MS

Zhao Yan

F

2y

PS

Feng Ruidong

M

3y

TOF

Pan Guangxu

M

10y

TOF

Zhang Ning

M

15y

ASD

Ji Hongqing

M

18y

VSD

A Ya

M

6y

PS

Maureen Nel Trilliana

F

5y

TOF

Alexander Aronia

M

3y

VSD

Nguyen Duong Quy

F

4y

TOF

Nguyen Thi Kim Anh

F

13y

VSD

Le Thi Minh Hien

F

16y

ASD

Pham Thanh Son

M

3y

VSD

Trinh Thi Ly

F

8y

VSD

Le Thien Do

M

6y

VSD

Nguyen Van Toan

M

5y

VSD

Bui Anh Minh

M

5y

VSD

Nguyen Ha Duy

M

1y

VSD

Quach Trung Hieu

M

3y

VSD

Nguyen Van Tien

M

10y

VSD

Nguyen Thi Thao Va

F

2y

VSD

Nguyen Duy Manh

15차

중국

11

16차

필리핀

2

17차

베트남

1

18차

19차

베트남

베트남

8

4

2008년

20차

21차

22차

중국

베트남

필리핀

11

4

3

Vu Thi Hien

F

9y

VSD

Zhao Jla

M

20y

PA

Ni Wen Qi

F

2y

PDA

Ni Fan Xin

F

11y

PDA

Yin Feng Jie

M

12y

VSD

Hu Ri Qin

M

11y

VSD

Zhang Kuo

M

15y

ASD, PS

Zhang Shan

F

10y

VSD

Cao He

M

3y

VSD

Nuo Mig

F

17y

VSD

Wu Ying Ga

F

10y

VSD

Kim Eun jung

F

1y

TOF

Nguyen Xuan Tung

M

14y

VSD

Do Trong Nhan

M

12y

VSD PS

Phan Thi My Hoai

F

6y

VSD PS

Nguyen Thi Tuyet Anh

F

2y

ASD

Josephine Habal

F

5y

VSD

Josep maunino

M

12y

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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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

시행차수

23차

24차

25차

국가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인원

6

2

4

2009년

26차

베트남

4

27차

베트남

1

28차

필리핀

3

29차

30차

31차

필리핀

베트남

베트남

2

3

5

2010년
32차

33차

베트남

베트남

4

6

수혜아동

성별

나이

병명

Howard Adol

M

15y

TOF

Le Thanh Binh

M

1y

ASD

Pham Truong Duc

M

3y

VSD

Ngo Thi Hang

F

5y

VSD

Duong Van Thanh

M

3y

VSD

Le Thi Thuy Phuong

F

3y

ASD

Vo Thi Kim Hong

F

3y

ASD

Ma Kerubin

F

3y

VSD

David

M

11y

VSD

Pham Thanh Ly

F

3y

VSD

Nguyen Huu Duy

M

3y

VSD

Pham Quang Dat

M

15y

VSD

Vu Manh Cuong

M

13y

VSD

Nguyen The Vu

M

13y

VSD

Lai Thi Phuong Uyen

F

2y

VSD

Nguyen Thanh Tung

M

23y

VSD

Phuong Thanh Quoc Hung

M

3y

VSD

Trinh Hoang Phuong Lam

F

6y

VSD

Tope Jesstine Palconan

M

8y

ASD

Mortel Don Aron Umandal

M

2y

VSD

Reyes Ken Albert Garcia

M

2y

TOF

Howard Adol

M

16y

TOF

Nico Agrol

M

16y

PS

Nguyen Thi Lan Huong

F

1y

VSD

Vu Tien Dat

M

1y

VSD

Ta Thi Ngoc Anh

F

1y

VSD

Thai Tieu Long

M

7y

VSD

Trinh Thi Hoai Thuong

F

10y

VSD

Le Gien Ai Van

F

8y

VSD

Y Thi Tram

F

10y

VSD

Le Thi Thu Huyen

F

10y

AI, PVI

Duong Hong Quan

M

2y

AVSD

Pham Anh Duc

M

2y

VSD

Le Ha Phuong

F

7y

VSD

Le Le Na

F

5y

VSD

Nguyen Hoanh Anh

M

5y

PDA

Vu a Lan

F

1y

VSD

Nguyen Vu Tao Nhi

F

2y

VSD

Nguyen Ngoc Anh

F

2y

VSD,ASD

Dao Lam Ngoc

F

1y

VSD

Tran Van Phong

M

10y

V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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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

시행차수

국가

인원

34차

베트남

1

35차

베트남

3

캄보디아

1

36차

필리핀

37차

중국

38차

39차

40차

2011년

41차

42차

43차

캄보디아

베트남

성별

나이

병명

Do Quang Huy

M

1y

AVSD

Dong Ngoc Minh Anh

F

1y

PDA

Mai Ngoc Ha Vy

F

1y

PS

Pham Ngoc Minh Tan)

F

3y

VSD

Horm Ponleu

M

5y

PDA

1

Aye Aye Tin

F

12y

PDA

1

Kim Eun Jung

F

3y

TOF

Theara

F

4y

VSD

Ret Soriya

F

9y

ASD

Chuon Utdam

M

8y

TOF

Nuon KimhourI

M

1y

VSD

Keo Sela

M

2y

VSD

Kong Sokkhim

F

3y

VSD

Nguyen Thi Hai Anh

F

3y

VSD

Pham Nhu Quynh

F

2y

VSD

Tran Thi Kim Tuyen

F

4y

PDA

Bui Thi Ngoc Hien

F

7y

ASD

Nguyen Ngoc Diem My

F

2y

VSD,PS

6

5

수혜아동

필리핀

1

Aspera Jaeniel Danise Camingawan

F

1y

PDA

베트남

1

Nguyen Hoanh Anh

M

5y

구개열 수술

Nguyen Thi Yen Nhi

F

5y

VSD

Nguyen Thi My Anh

F

10y

VSD

Dinh Thi Nhuy

F

3y

VSD

Nguyen Thi Thom

F

12y

VSD

Nguyen Thi Hang Nga

F

3y

VSD

Khuc Thi Phuong Thao

F

7y

VSD

Nguyen Thi Phuc

F

1y

VSD

Đang Minh Ngoc

F

8y

MS

Pham Chau Anh

F

1y

VSD

Ly Vandika

F

1y

PDA

Rith Buthoeun

F

7y

PDA

Chin Nytha

F

4y

TOF, PA

Hou Vireaksak

M

4m

VSD PM

Fin Ansary

M

2y

TOF, PA

Sokha Seak Kheang

F

14y

SA VSD

Thama Dane

F

6y

TOF

베트남

베트남

캄보디아

3

6

7

총 6개국 209명 어린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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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심장질환의 종류와 경과
01. 청색성 심장기형
치료하지 않은 청색성심기형은 활로씨사징증을 제외하고 아동기까지 생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완전대혈관
전위증은 90%가 1년내 사망하고 5년내 95%가 사망합니다. 활로씨사징증 조차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성인까지 생존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여 평균 생존 연령이 2.5-7세이고 20세 이상 생존하는 경우는 10%정도입니다.
※ 활로씨사징증(TOF) : 청색증형 선천성 심장질환 중 가장 많음. 심실중격결손, 폐동맥협착, 대동맥이 우측으로 기형, 우
심실 비대 등의 4가지 증상이 함께 있음.
02. 심실중격결손증 (VSD)
청색성심기형과는 달리 심실중격결손증은 구멍의 크기에 따라 자연경과가 매우 다릅니다. 자연경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인자가 구멍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구멍은 증상이 없습니다. 다른 기형이 함께 있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데
심실중격결손증을 가지고 있던 아기의 사망 원인의 20-50% 정도는 구멍 이외의 다른 선천성기형의 동반이 그 원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형 심실중격결손증은 자연폐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대형 심실중격결손
증은 10%미만의 아기만 자연폐쇄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것도 주변의 판막조직을 많이 망가뜨리면서 진행됩니다. 환자가
아동기까지 생존한다면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심내막염, 누두부폐동맥협착, 폐쇄성폐혈관병변 등이 발생합니다.
03. 동맥관개존증 (PDA)
동맥관은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막힙니다. 그러나 그냥 열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동맥관개존증이라 부르고, 대
형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맥관개존증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술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80%정도가 30
대 성인까지 생존하고 40%정도가 60대까지 생존합니다.
04. 심방중격결손증 (ASD)
심방중격결손증은 아동기에 증상이 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한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데,
심방조동, 세동, 폐쇄성 폐혈관병변 등이 발현됩니다. 평균수명이 약 40세이고 50대가 되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05. 방실중격결손증 (AVSD)
방실중격결손증은 생존율이 보다 더 낮습니다. 50% 정도가 성인까지 생존합니다. 그러나 심방중격결손증보다는 예후가
훨씬 좋지 않습니다.
06. 대동맥축착증 (COA)
대동맥축착증은 모양에 따라 예후가 다릅니다. 영아기에 발견되는 전동맥관형(preductal type)은 증상이 조기에 발현되고
조기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동기때 나타나는 근접동맥관형(juxtaductal)은 증상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조기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약 35세로 알려져 있고 50세 이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07. 대동맥 또는 폐동맥 협착 (AS / PS)
이 두 병변으로 아동기에 사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대동맥 협착은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심해지고 치료하지 않
는 경우 40세정도가 생존 기간입니다. 이엽성 대동매판 협착증은 결국 협착이 진행될 뿐아니라 폐쇄부전까지 발현되게
됩니다. 예후는 대동맥축착증보다도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8. 대동맥 판막역류 (AI)
심장이 수축한 뒤 대동맥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심장 근육이 이완할때 대동맥으로부터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경도일 경우 일생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등도 이상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심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9. 폐동맥 폐쇄증 (PA)
폐동맥 판막이 막혀 혈류가 폐동맥을 통하여 폐로 나가지 못하는 질환
10. 폐정맥 환류이상 (PVI)
폐정맥은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심방이나 체정
맥에 섞여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질환, 선천성 심장병에 1%정도로 드문편
11. 승모판 폐쇄부전증 (MSR TR)
승모판의 비후, 경화, 유착등의 변화로 인하여 심실 수축기에 판막의 폐쇄가 불완전하여 혈액이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현상
12. 폐동맥판막 역류증 (PR)
폐동맥판막의 폐쇄부전으로 인하여 혈액이 폐동맥에서 우심실로 역류하는 현상

자료출처 : 키드하트 (www.kidhe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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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심장병 수술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38차_캄보디아 어린이

귀도 안들리고, 발성도 안되어 우는 소리도 일반 아기
와 틀립니다. 음식을 먹어도 다 입으로 들어가지질 않

2011년 3월 18일 캄보디아에서 6명의 선천성심장병

아 자꾸 흘리지만 잘 웃고 명랑한 귀여운 아기입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다섯명과 함께 심장병 수술을 받기

지능은 조금 부족할 지 모르지만 콩소킴 본인도 행복

위해 입국하였습니다. 쏘리야, 테이라, 촌우담, 셀라,

하고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재

콩소킴, 킴호. 6명 어린이의 이름입니다.

주가 있습니다. 한국에 올 때 전염이 쉬운 수두에 걸

이번 수술은 서울백병원, 스마일게이트, 한국심장재

려있어 함께 온 일행을 긴장케 하기도 했습니다.

단, 기독교TV, 흥농의료지원재단과 한국선의복지재

테이라는 4살이고 쏘리야는 9살.

단과의 연합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아이는 한 마을에서 왔는데 한국에 오느라 신발도

피곤한 여정에도 밝고 긴장된 얼굴로 한껏 기대를 가

처음 신어봤습니다. 테이라는 가난해도 사랑을 많이

지고 온 아이들과 엄마들입니다.

받고 자라 표현이 많습니다 웃기도 잘하고 그 나이

바라보고 있으면 퐁당 빠질 것 같은 큰 눈을 가진 아

또래의 아이가 그러듯이 울기도 합니다. 반면에 쏘

이들은 너무나 귀여웠고 다들 털모자와 털옷을 입고

리야는 돈 벌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아빠가 두고

단단히 대비하고 왔음에도 이른 새벽 한국의 기온은

간 5남매중 하나로 엄마는 벌이도 없이 5남매를 책

너무 추워 턱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임지고 있으니 그 가정의 형편이 뻔히 짐작됩니다.

캄보디아는 낮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쏘리야는 아무리 좋아도 웃을 줄도, 아무리 두꺼운 바

별로 없다고 하니 이해가 갔습니다. 태국에서는 26도

늘이 자기 팔을 찔러도 빤히 보기만 할 뿐 울 줄도 모

에도 동사한 사람이 있었다지요?

릅니다. 아기들이란 의사, 간호사만 봐도 울어제껴야
하는 법이거늘...

콩소킴은 3살된 여자아이로 다운증후군도 있고, 한쪽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남의 일인듯 무심함으

병원을 방문해 주신 박숙자 이사님, 조경옥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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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세상을 다 산 90세 노인 같아
서 마음이 아픕니다. 울어도 졸라도 쏘리야를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지요.
수술도 끝나고 몸도 다 회복되어 캄보디아로 돌아갈
무렵에도 쏘리야의 무표정은 여전했지만 한 두 번쯤
입가에 보일 듯 말듯 지나가는 미소로 정성껏 쏘리야
를 돌보던 병원 의료진, 선교사님, 재단과 통역 언니
들은 만족해야 했습니다. 버거운 삶을 살고있는 쏘리
야의 엄마와 가족에게도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
1

니다.

셀라와 킴호는 모르는 우리가 보기엔 처음에는 비교
가 안되게 똑같아 보여서 계속 헷갈렸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는 누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너무나 귀
여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촌우담
와서 보니 수술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우담이의 심
장은 선천적 기형인데 그런 상태로도 살아갈 수 있도
2

록 몸 안에 자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굵은 혈관
들이 생겨나서 이 혈관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느라
심장 전체를 뱀처럼 감고 있는 등, 이런 것들이 그동
안 우담이를 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수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수술시 그것을 건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이는 수술을 받으며 하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사
는 것이, 힘들게는 살겠지만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어서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3
1.콩소킴 2.검사 중인 쏘리야 3.황명덕 이사와 쏘리야

우담이의 엄마는 300불을 내면 고쳐 준다는 캄보디
아의 여러 병원, 여러 사람에 속아 불가능한 돈을 어
떻게든 만들어서 아이를 고쳐보고자 숱하게 노력했
고, 그렇게 진 빚이 이자에 이자를 더해 만불이나 되
었답니다. 한 달에 100불 벌기도 힘든 우담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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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데...한국에 오면서 이제는 다 됐다, 내 아들은 이제

5

살았다 했던 우담이 엄마......아들을 절대로 포기 할
수 없는 우담이 엄마는 '내 아들 우담이의 심장을 바
꿔 주세요'하며 많이도 매달리며 울었지만 우담이가
수술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고 드디어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한국에 남아 수술도 했고 관광도 하게
됐지만 우담이는 다른 아이들을 한국에 남기고 먼저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난히 선한 얼굴을
가진 우담이는 희망적으로 보면 20대 초반쯤까지 살

6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우담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을 더 빨리, 제
때 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4. 수술 후 63빌딩 관광 중
5.입국 시 인천공항에서 테이라
6.입국 시 인천공항에서 촌우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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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차_베트남 어린이

하이안은 27개월 여자아기입니다. 아기도 순하고 얼
굴도 둥글고 발육상태도 좋아 보였지만 심장에 아주

2011년 4월 7일 베트남에서 5명의 어린이와 5명의

큰 구멍이 있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보호자가 심장병수술을 받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공

히엔은 한국에서 6살 되는 생일을 맞게 되었는데 수

항에 마중 나와 있던 정장차림 남성 환영단의 대대적

술하고 다시 태어나는 의미 깊은 생일이 되었습니다.

인 환영과 영상 2도로 너무 추운 한국 날씨에 정신을

속눈썹이 길고 웃는 모습이 귀여운 미소년 같은 소녀

못 차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먹었던 싱거운 아침 이후

히엔. 호치민 롱안에서 들려본 히엔 집은 시골이지만

계속된 검사로 어리둥절 한국의 첫 날을 맞았습니다.

깔끔하고 알뜰한 엄마의 살림 솜씨가 여기저기서 보

이번 수술은 서울시약사회, 수와진, 세종병원, 유진크

였습니다.

레베스, Understanding the Heart Charity의 지원으

디엠미는 18개월 된 여자아기로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노이 쪽에서 온 팜녀뀐과 하이안 그리고 호치민 쪽

1.수술 후의 팜녀뀐
2.왼쪽부터 하이안, 히엔,
필리핀의 다니스, 팜녀뀐, 디엠미

1

에서 온 히엔, 디엠미, 투옌입니다.
같은 베트남이지만 남북으로 긴 나라 베트남의 남쪽
엄마아빠는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북쪽엄마는 소극적
이고 얌전합니다. 팜녀뀐은 21개월된 여자아기입니
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없이 방그레 웃기만 하는 얌
전한 엄마밑에서 커서 그런걸까요?
뀐도 너무나 얌전한 나머지 눈만 마주쳐도 울어서 눈
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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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지 최후까지 선정이 쉽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 후 다행히도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푸르던 손,발톱과 피부도 단번에 좋아

3

졌습니다.
디엠미의 엄마는 원래도 성격이 밝았는데 아기가 수
술을 받고 나으니 더더욱 즐거워져서 하루 종일 즐겁
게 떠드는 것이 마치 사춘기 소녀 같았습니다.

투옌은 쌍둥이 중의 하나입니다. 투옌은 45개월이나
된 여자아기인데 아직 걷지도 못하고 귀도 잘 안들리
고 우유도 젖병에 먹어야 하는 가여운 아기입니다. 엄
마의 손길이 그리운 아기는 이름을 부르며 볼을 만져

4

주면 기분이 좋아서 손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웃곤 했
습니다.
가난과 아기의 병을 이길 수 없던 엄마는 어릴 때 집
을 나갔지만 아빠는 할머니에게 아기들을 맡기고 돈
을 벌어 투옌의 병수발을 해왔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도 두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 아빠가 너무 고마웠습니
다.
함께 병실에 있던 다른 네 명의 엄마에게 치여 말 한
마디 섞지 못하는 착한 아빠는 보통 엄마가 아기를 보
듬어 안는 것과는 달리 한 손으로 투옌을 무슨 가방처

5

럼 잘 들고 다녀서 행여 투옌 팔이 빠질까 걱정이 되
곤 하였습니다.
투옌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시술만 필요한 상태로
시술을 끝마치고는 백병원의 캄보디아에서 온 아이
들과 함께 평생 기억될 즐거운 63빌딩 관광을 마치고
먼저 베트남에 귀국했습니다.

3. 63빌딩 관광
4. 귀여운 디엠미
5. 인천 공항에서 문영기회장과 투옌, 투옌 아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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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차_필리핀 어린이
“하나님 우리 아이를 데려 가실거면
2011년 4월 24일, 베트남의 투옌이 먼저 귀국한 침

아픔 없이, 지금 데려가주세요”

대에 필리핀의 여자 아기 다니스가 왔습니다.
다니스의 수술은 세종병원, 알바코퍼레이션, 유진크
레베스의 지원, 그리고 필리핀 바기오 주님의 교회

1. 다니스 2. 최요한 선교사님과 함께 3. 엄마와 함께

최요한 선교사님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스 엄마는 아주 활달한 성격이지만 병원 생활이
이미 익숙해진 베트남 엄마 4명과 함께 지내며
다소 멋쩍게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희한
하게도 얼마 안가서 다니스엄마는 필리핀 따갈로그어
로, 베트남 엄마들은 베트남 말로, 우리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도 서로 막힘 없이 대화가 되기 시작했

1

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였던것 같습니다.

다니스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기형이 있었고 호흡
도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다니스 아빠는 한국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니스
의 병원비를 모으고 엄마는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도
록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써서 병원에도 단체에도 수
없이 보내봤지만 필리핀의 어느 기관에서도 아는 척
을 해주지 않았고 아이를 살릴 길은 없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를 데려 가실거

2

면 아픔 없이, 지금 데려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때 보냈던 나달나달한 편지를 보여주며 그때의 막
막함이 새삼 생각나 울다가 이제는 너무 행복하다면
서도 또 울었습니다.
다니스는 엄마에게 매달려 다니는 아기 원숭이가 생
각날만큼 정말 몸집도 작고 인형같이 생겼습니다. 인
형같은 다니스가 이제는 편히 숨쉬고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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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차_베트남 어린이

언제라도 파이팅을 하면서 병실의 분위기 메이커역할
을 하더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활짝 웃는 얼굴로

2011년 7월 2일 베트남의 남부 호치민시에서 세명의

V자를 그려주고 들어 갔습니다. 안타까운 아빠는 훌

어린이와 세명의 보호자가 함께 입국하여 백병원으로

쩍훌쩍 울고 있는데...

향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서울백병원 한국심장재단 흥농의료지원

심장병으로 인해 학교에서 자주 기절하던 미아잉. 그

재단 밀알심장재단 유진크레베스 Understanding the

럴 때마다 축늘어진 아이를 선생님이 집까지 업어다

Heart Charity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셨다고 합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도 피곤한 기색하나 없이

미아잉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고는 이제는 그럴일이 없

자기를 마중나온 사람들 한명 한명과 일일이 하이파

게 됐다며 아빠는 감격에 겨워 울었습니다.

이브를 하는 5살 여자아이 옌니는 아픈 아이가 맞나
싶게 씩씩했습니다. 그렇게 씩씩한 옌니가 너무나 신

심장초음파검사도 무서워하던 녀이는 하얀 옷을 입은

기한, 말 없는 10살 소녀 미아잉 그리고 골목대장 옌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무조건 울어대던 울보였고 수

니와 서로의 침대로 놀러다니는 사이가 된 수줍음 많

술실에 아이를 들여보낸 녀이 엄마 역시 울보였지만

은 4살 소녀 녀이가 그들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이제는 모두들 베트남에서

아이들은 무섭고 힘든 모든 검사를 마치고 각각의 수

건강하게 살고 있겠지요.

술일정을 받아서 이제는 건강해질 일만 기다리고 있

아이들의 병실 생활을 도와준 히엔, 하이하, 짱, 흥,

습니다.

화이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옌니는 사진 찍기를 너무 좋아해서 카메라만 보이면
입국 시 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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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수술 후 중환자실의 옌니
2. 수술 후 퇴원 직전의 옌니 모습
3.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는 옌니, 미아잉, 녀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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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_베트남 어린이

처음으로 수술실에 아기를 들여보내게 된 아잉의 엄
마는 두렵고 떨려서 수술실 밖에서 많이 울어야 했지

2011년 9월 23일 베트남 아이들 6명과 보호자 6명이

만 수술받은 아잉의 회복은 눈에 띄게 빨라서 금세 두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려웠던 마음을 잊고 첫 수술을 받게 된것을 감사하게

이번 수술은 세종병원, 보건복지부, 유진크레베스 그

생각했습니다.

리고 독지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뒤이어 응아와 푹도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

특히 이번 아이들과 엄마들은 때맞춰 베트남을 방문

다.

했던 한국선의복지재단 직원들의 귀국길에 함께 오게
되어 6명의 직원이 6명 아이를 1:1로 하노이에서 인

3살 여자아이 응아는 호기심도 너무 많고 잠시도 가

천공항까지 돌보면서 인솔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

만히 있지 않는 장난꾸러기인데 승모판협착증이라는

록 눈도 못 붙이면서 어느 하나 부족할 새라, 불편할

심장병 외에도 한쪽 눈도 안보이고 아직 말을 하지 못

새라 비행기에서도 정성껏 아이와 엄마를 돌보던 6명

하는 것으로 보아 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직원들은 아이와 엄마에겐 천사나 다름없었고 그

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발견되는 모든 병을 한번에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다 치료해 주고 싶지만 그러기엔 비용문제 외에도 여
러 제약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17개월 된 여자아기 아잉이 첫 번째로 수술을 받게

32살 동갑인 엄마와 아빠는 하이퐁에서 농사를 지으

되었고 그 과정은 나머지 다섯 가족을 충분히 집중 하

면서 가난한 살림을 겨우 이어가고 있고 엄마는 많지

게 했습니다.

않은 나이인데도 농사일이 힘들 정도로 심한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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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앓고 있으며 9살밖에 안된 응아의 오빠도 관절염
이 심하다고 합니다. 1차 수술을 받은 응아는 시술로
치료를 종료했는데 시술 후 모래주머니를 시술부위에
놓고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하는 7시간이 응아에겐
시술보다 더 힘들기만 했고 응아를 붙들고 있느라 진
땀을 뺀 그 시간의 병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1. 중환자실의 아잉
2.하노이공항에서 푹의 가족과 복지관 직원 김엔지

1

베트남 하이퐁의 가난한 집에서 온 푹은 13개월 된
여자아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어서 항문
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갓난아
기가 구안와사증상도 갖고 있어서 오른쪽에서 볼 때
의 얼굴과 왼쪽에서 볼 때의 얼굴이 다를 수밖에 없습
니다. 게다가 귀도 기형입니다.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장기형을 동시에 수술 받았습니다. 푹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손톱도 발톱도 얼굴도 푸른 빛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봐도 구분이 되지만 울거나 보챌 때는 더 심해지

2

곤 하는데 그럴 때는 아주 보라색 아기가 됩니다. 이
런 푹이 수술 후 단번에 분홍색 피부색이 돌아왔을 땐
정말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푹의 엄마가 어느 날 병원에서 기절을 해서 무슨 큰
일을 치르나 보다 하고 병원에 소란이 있었지만, 검사
후 임신 초기 빈혈로 밝혀져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
다. 새로운 생명을 모두들 축하해 주었는데 푹엄마는
부끄러워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푹은 세종병원에서 심장병 수술한 1,000번째 해
외 아동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주최한 나눔 대축제라
는 행사에서도 주인공이었고 마술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배우 하지원, 가수 브라운아이드걸스도
만나는 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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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타오와 5살 밍옥은 심장병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현재시점에서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은 아닌 것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수술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후에 수술

3. 응아 엄마와 응아
4. 문영기 회장님, 황명덕 이사님과 함께
5. 밍옥, 타오, 텀(왼쪽부터)

3

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다시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어이없게도 12살 텀의 심장은 정상인 것으로 판
명되었습니다. 결국 세 명은 수술을 받지 못했고 그것
은 다른 세 명의 심장병 아동이 수술 받을 기회를 놓
쳤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
하튼 수술이 필요없어진 아이들은 귀국일도 앞당겨야
했습니다. 귀국 전 63빌딩에서 깨가 쏟아지게 행복한
시간-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는 일도, 눈
깜박할 새에 63층까지 올라가는 밖이 보이는 전망엘

4

리베이터도, 언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슬아슬한 대
형 회전문도, 사람과 똑같이 생긴 큰 밀랍인형도, 수
족관 큰 수조안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인형이 진짜 사
람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을 보내고는 수
술을 못 받은게 좋은 걸까 아닌걸까 아리송해하면서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10월 27일 푹의 귀국을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들이 건
강하게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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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수술 전 청색증을 보이는 푹
7.나눔의료기념행사 중 푹 엄마와 푹, 배우 하지원 씨
8. 63빌딩에서 복지관 언니 오빠와 즐거운 관광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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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차_캄보디아 어린이

돌보신 송혜원, 박연하 선교사님, 린다자매. 고생 많
으셨습니다.

2011년 10월 3일, 캄보디아에서 7명의 아이들과 7명
의 보호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 아산병원으로 심
장병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이번 수술
은 아산병원, 아산복지재단, 남서울교회의료선교회,
보건복지부, 유진크레베스,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및
여러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싸리와 쏘카씨캉 두명은 수술 후 순조로이 회복되

1.수술 후 니따 모습
2.수술 전 검사 중인 다네
3.왼쪽위부터 뷰레아삭과 엄마, 완디카와 엄마,
다네, 분툰과 아빠

1

어 제일 먼저 출국하였습니다. 뒤이어 6개월 된 남자
아기 뷰레아삭, 20개월 여아 반디카, 6살 소녀 분툰,
5살 소녀 다네, 42개월 여아 니따도 수술을 받았습니
다.
캄보디아에는 선천적 기형을 가진 심장병어린이가 아
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선택되어
온 7명의 아이들은 행운아라고 할 수 있겠지요. 6명
의 아이들은 수술 후 경과가 아주 좋았지만 니따는

2

수술 후 급격한 체력저하와 함께 저혈압과 췌장과 간
에 문제도 발견되었고, 1달이나 금식을 해야 했습니
다. 수술 후 배액도 (600~1000ml/일) 줄지 않고 많은
양이 계속 나와서 의료진을 고민하게 하고 아이는 아
이대로 힘들었으며 엄마는 나날이 소망을 잃고 있던
차에 부정맥 쇼크도 있었습니다. 부정맥은 위험한 증
상이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처치로 안정을 되찾았습니
다.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던 아이는 다시 한번 수술

3

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술 하루전,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전에 들려주는 의
사로부터의 설명-모든 위험성과 부작용을 들은 엄마
는 재수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전문간호사의 설득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엄마는 다시 동의서에 서명을 했
는데 서명할 때의 두려움이 오죽 했을까요. 수술실로
아이를 들여보냈지만 다시 아이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가슴을 찢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많은 고비를 넘긴
니따는 한국에 가장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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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소개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사업에 의료지원과 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신 기업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심장병 수술 후원금은 전액 심장병 수술에 사용됩니다.

세종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에 위치한 부천세종병원(www.sejongh.co.kr)은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심뇌혈
관 전문 종합병원이다.
법인 설립 이후 심장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실험과 체계적 심장진료 시스템의 구현, 과감한 시설투자등을 구준
히 시행하였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정한 심장혈관 전문병원으로 특히 심장수술부문에서는 국내 최고수
준의 수술률과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심장혈관에 뇌혈관을 더해 대한민국 심장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
의 순환기센터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장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종병원의 비전은 국경을 넘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
게 무료 수술을 해주기 시작하여 2011년 해외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1000례를 달성하였는데 그 1000번째
대상 어린이가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된 베트남의 푹이었다.
세종병원은 2001년부터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초청한 어린이를 무료로 심장수술해 주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
고 2011년 현재 17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재단의 초청과 세종병원의 수술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같은
세종병원의 노력이 우리나라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심장이 건강하게 뛰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란다.

선의노인전문병원
선의노인전문병원(www.선의노인전문병원.kr)은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양방 전문의의 적절한 약물치료와 전
문한의사의 한방의료(침, 부항, 온열요법 등), 물리치료, 방사선치료를 통해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
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심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와 간병사의 헌신적인
섬김과 어르신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노원역 7호선 8번출구(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전문병원이다.
선의노인전문병원은 한국선의복지재단 초청으로 Tien(고압선 감전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베트남 소년)이 한
국에 왔을 때도 숙식제공, 의료지원, 재정지원 등으로 협력한 바 있고 기타 본 재단의 여러 사업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착한 병원이다. 앞으로도 선의노인전문병원을 통한 온기가 여러 개인과 단체에 전해지기를 기대한
다.

38

(1117)2011_선의소식지.indd 38

2011-11-17 오후 6:45:07

+ 다시 만난 아이들

다시 만난 아이들
1

수술을 받고 나서 건강한 모습
으로 다시 만난 아이들...
뜨거운 눈물과 밝은 미소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다시 만난 아이들 <디엠미,옌니, 미아잉 >

나 아주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디엠미의 이모부부
가 직접 지었다는 집은 네모난 공간 하나가 전부입니

2011년 9월 18일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황명덕 이

다. 방 하나와 부엌, 마루, 침대가 모두 한 곳에 있는

사 이하 방문단은 베트남의 남쪽 호치민 탄손넛 공항

데 이 곳에서 디엠미 가족 3명, 이모부부 가족3명 모

에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Sunny Vietnam의 한국말

두 6명이 함께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잘 하는 미녀 Miss Hang과 함께 2시간 거리에 있는

활발했던 옌니는 특유의 입담으로 모두를 웃겼고 질

디엠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세라 미아잉도 고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헤어진

디엠미(2011년 7월 수술, 18개월 여)의 집에는 호치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만남을 가진 반가운 시

민 남쪽, 메콩강 주변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이

간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출발하여 새벽에 도착해 하루 종일 우리 일
행을 기다리고 있던 벤쩨지역의 옌니(2011년 7월 수
술, 5세 여), 미아잉(2011년 7월 수술, 10세 여). 세
아이 모두 올 해 수술을 받은 어린이들인데 한국에서
수술 후의 모습도 매우 건강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간

1. 디엠미 집 앞에서
2. 옌니와 함께

2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난 후여서인지 몰라보게
건강해졌고, 체중도 늘었고 밥도 두 그릇씩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와 달리 너무나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재롱
을 부리는 디엠미의 집은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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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칠 줄 모르는 눈물을 홍수가 난 것처럼 흘리기 시작했
습니다.
한참이나 서로 붙들고 울고 나서야 함께 매달려 있
는 히엔도 샘많은 히엔의 여동생도 보였습니다. 히엔
은 그사이 머리도 길었고 키도 커서 아가씨 티가 날듯
말듯 했습니다. 꽝닌지역 인민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2008년 히엔이 한국에 와 수술했던 당시의 이런 저

4

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히엔은 받은
상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의젓하고 똑똑하게도
자기를 수술시켜준 모든 분들에게 대한 감사와 그래
서 자기는 더욱 열심히 살아서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
겠다는 인사를 또랑또랑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히엔에게로만 향하는 것이 서운했을
히엔 동생을 위해 둘이 노래를 하게 했더니 노래는 동
생이 훨씬 더 야무지게 잘 했습니다. 외우는 걸 못해
서 히엔에게 매일 머리를 맞으면서 공부 한다는 히엔
3. 히엔(왼쪽) 자매와 이명숙 부장
4. 히엔의 집 앞에서

동생인데... 사람은 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나 봅니다.
재단과 선의관악복지관 언니 오빠들과 히엔자매는 말
이 잘 통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

다시 만난 아이들 <히엔>

졌고 베트남 시골의 가릴 수 없는 너무나 자유로운 뒷
간과 오리, 병아리, 닭, 고양이, 강아지가 잔뜩 있는

2011년 9월 22일, 한국선의복지재단 방문단은 베트

히엔의 집도 정겨웠습니다.

남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Quang
Ninh지방의 Vu Thi Hien을 방문하였습니다. 2008년
에는 히엔(2008년 수술, 현재 12세 여아)의 집을 가려
면 차에서 내려 논두렁 밭두렁으로 한참을 걸어야 했
는데 이번에는 차가 히엔의 집 앞까지 들어가서 더 편
하게 히엔과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별의 시간.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
던 히엔은 꾹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트남
시골에 살고 있는 히엔과 히엔가족 그리고 멀리 한국
에서 살다간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방문자와는 어떤 관
계가 있어서 이처럼 마음이 찡한 것일까요? 히엔 자
매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다음에 만날 땐 예쁜 아가씨

NFVC의 연락을 받고온 지역 인민위원회 관계자와 함

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께 여러 대의 차로 히엔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앞 차에
서 내린 황이사님을 만난 히엔의 엄마는 벌써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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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아이들 <띠엔 닷>

1

2011년 9월 20일, 2010년에 수술하고 돌아간 띠엔
닷(2008년생 남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띠엔
닷의 귀국 후 두 번째 방문입니다
2010년 첫 번째 방문에서 선의관악복지관의 남성주
님, 한미경님, 정경순님, 김규철님을 개인 후원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걷지 못했던 닷이
이제는 걷는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만난 닷은
못 걷던 시절이 없던 것처럼 잘 걸어다녔고 말도 잘하
는 것을 보게 되어 흐믓했습니다. 만 3년이 지나서야
걷게 된 띠엔닷.... 앞으로 힘차게 달리고 뛰는 날이
기대됩니다.
띠엔닷의 집은 하노이 썩선병원에서 멀지않아 시골에
사는 다른 아이와 달리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렇게 다시 만날 때마다 엄마는 10년만에 만난것처럼
반가와하고 감사가 넘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2

하긴 한국에서 방문한 재단 관계자들도 닷이 한국에
서 수술할 당시 겪었던 어려움과 함께 나눈 아픈 마음
을 생각할 때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닷이 신기하
고 콧등이 시큰시큰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 기대합니다.

1. 일어서게 된 띠엔 닷 3
2. 복지관 누나, 형과 함께
3. 띠엔 닷의 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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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ien

1

띠엔(Nguyen Chung Tien, 1991년생/남)은 2009년
1월 17살이던 어느날, 고압전류에 화상을 입은 후 두
팔과 다리 하나를 잃었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선의복
지재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9일 한국으로 초청되어 12번의 수술 끝
에 의수를 장착하였고, 2010년 2월 의족을 장착하였
습니다. 띠엔은 현재 가족을 떠나 프엉남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중이며 학교의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
께 생활하며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
업 후 대학공부까지 마치면 베트남에서 희망을 전하

2

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11년 9
월 한국선의복지재단과 선의관악종합복지관 직원들
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띠엔을 만나고 왔습니다. 띠엔
은 너무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하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

1.띠엔 모자와 황명덕 이사
2.노트북과 전화 사용하기
3.의수훈련 4.머리감는 모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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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Tien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안부 편지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처음 진단을 받으러 갔다 온지도 2년이 넘었네요. 한
국에 다녀온 일을 통해 제 생각과 생활방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학교 선생님의 도움 덕
분에 학교에 제가 빨리 적응했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으로 시작할 때 처음에는 늦게 입학해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같
은 반 어린 친구들처럼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1학기 성적은 다른 친구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2학
기에도 스스로 노력하고 반 담당 선생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적이 제일 높은 5명 학생중
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이지요? 그 결과는 앞으로 더 노력할 동기가 되었
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집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서 다리를 고쳤는데 짧은 기간이라 여러분들을 많이 못 만나서 좀 슬펐습니
다. 대신에 새로운 의족은 잘 맞아 잘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 다니거나 친구와 같이 밖
에 나갈 때 이 의족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11월인데 새학년 새학기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관리 선생님은 다른 곳으
로 옮기셨고 친구들은 몇명은 졸업했고 몇명은 기숙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했을 때
같이 사는 친구가 없어서 슬프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새로운 관리 선생님이 재
미있고 일상생활에서 저를 많이 도와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학생 4명도 착하고 가끔씩 같이
잤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말고 Apollo학원에서 영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관리 선생님이 오토바이로 저를 태워 주십니다. 공부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벌써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점수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Apollo 학원에서도 영어시험 잘 봐서
2등이 되었습니다(영어공부 계속 하겠습니다). 2개월 후에
1학기 끝날건데 지금부터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
다. 가장 높은 성적을 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어를 안
배웠는데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말을 하고 싶습니
다. 좋은 한국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생활

X i n
chào các,ông bà,cô Bác cùng toàn thể mọi người
Lời đầu thư cho con xin được gửi lời chào,lời cảm ơn,lời chúc sức
khoẻ đến tất cả mọi người ...Đã rất lâu con không viết thư hỏi thăm
mọi người con thật lòng xin lỗi. Đã một năm trôi qua kể từ ngày mà
con đã chữa bệnh xong ở Hàn Quốc và chở về Việt Nam tiếp tục học
Trương trình phổ thông. Đã có rất nhiều nhưng sự thay đổi từ cách
sống cho đến suy nghĩ. Ngay từ đầu khi bước chân vào ngôi trường
mà mọi người đã chọn cho con với những điều kiện tốt nhất và với
sự giúp đỡ của các thầy cô giáo trong trường con đã nhanh chóng
Hoà nhập với các bạn. Năm học lớp 10 con đã vào học muộn hơn

과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so với các bạn và trong những ngày đầu đó con đã phải cố gắng hết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머지 않은

thì tổng điểm của con đã hơn rất nhiều bạn trong lớp. Bước sang kì 2

날에 여러분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mình để có thể theo kịp được các bạn trong lớp và sau kì thi học kì 1
với sự cố gắng từ bản thân,sự giúp đỡ của cô giáo chủ nhiệm cùng với
các bạn trong lớp con đã lọt được vào 1 trong nhưng 5 bạn

Nguyen Chung Tien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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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Vietnam
타잉안 학교 봉사활동

선물을 받은 아이들과 교장선생님(제일 왼쪽)과 함께

Sunny Vietnam(써니비엣남) 은.
2011년 4월 2일 탄생하여 한국선의재단의 이름을 걸고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한국선의복지재단,
유진크레베스 관계자와 한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베트남 젊은이들 중 한국선의복지재단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
람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들과 베트남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식 멤버들은 20여명이며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2011년 활동 내용
- 5월 29일 : 호치민 시 인근의 간저현에서 가장 어려운 타잉안 초등학교 100명 학생들에게 책가방, 교복등 선물을 전
달했습니다.
- 8월 6일 : 고엽제 50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해 동나이에 있는 고엽제 피해자에게 쌀, 식용유 등과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타잉안 학교 봉사활동 소감
- 응웬티민퀘
(Nguyen Thi Minh Que,
호치민 한국 정관장 인사교육 책임자)

우리는 호치민에서 몇시간을 차로 달려 간저현에 도
착. 다시 조그마한 배로 갈아 타고 타잉안섬을 향했습
니다. 그곳에 가난한 어린이들이 순박한 눈빛으로 우
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의비엣남 멤버들과의 첫 봉사활동입니다. 이제부
터 저는 써니비엣남의 한 멤버가 되어 열정적이고 활
발한 다른 멤버들과 같이 활동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 멤버들은 늘 바
쁘고 민요를 잘 부르는 도타이빙 회장님, 써니비엣남
과 한국선의복지재단에 빠질 수 없는 다리 역할을 하

44

(1117)2011_선의소식지.indd 44

2011-11-17 오후 6:45:28

는 큰 항, 남을 잘 도와주고 이해심이 많은 작은 항,

없이 발전해 갈거라고 믿습니다.

개성이 강한 우리의 사진기사인 홍반, 가난이 없는 미
래를 바라는 히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빠져서 안 되는 호지엠 언니도 있습니다. 이 언니는
말이 별로 없지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를 배꼽 잡고
웃게 하는 언니입니다. 그 언니는 기타를 잘 치는 특
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멤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타잉안 학교
2.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3.타잉안 읍의 생활의 터전과 뒤로 보이는 집들

조금씩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실은 작은 배가
타잉안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선물, 과자
를 내려 학교로 갔습니다. 타잉안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학교 입구에 “써니비엣남 환영합니다”라는 빨간 현
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작은 무대도 준
비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입은 옷이 헐었지만 모두 깔

1

끔해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행사의 의
미가 더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명랑한 노랫소리, 상쾌
한 웃음, 순박한 눈빛, 선물을 받으려고 내미는 작은
손, 누군가가 그 선물을 뺏을까봐 꽉 잡는 행동 등으
로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
니다. 보람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쁘지만 세상에 남
의 도움이 필요한 삶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슬펐습니
다.
보람있는 시간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2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써니비엣남이 모든 가난
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을까? 일년에 몇 번 행사를
하는 것으로는 바다에 소금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선봉사활동의 진실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몇 명을 도
울 수 있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마음에서 "선의
"를 일으킬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멤버들이
그 의미로 활동을 한다면 앞으로 써니비엣남은 끊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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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번역 도움주신 분들

쩐티흐엉

쩐시휘

하이삼

꽝옥

녀

탄히

닥터 짐

짱(연대)

훔과 닝

원황흥 부부

수연(희엔)

이하니(응웬투이응아)

짱(숙대)

후옌 부부

팜옥흥 부부

박나라(쩐티투이)

바티응아

프엉

웬투하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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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번역 도움주신 분들

다오

아잉다오&떰띵

캄빈

옌과 엘레사

탕

하이썬

호 프엉 쭝

황킴프엉

맥스부

응웬비엣 화

팜 쭝 타잉

바다(하이하)

하, 닝, 화이, 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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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 민족대학
협력사업
중국 내몽고 통랴오시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육

한국어 강의 중인 박정환 선생님

사업배경

사업안내

내몽고 민족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민각차원의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2009년 9월부터 한국어 강좌 개설

사업현황
2011년 11월 2학기 기준 6개반 400여명 수강 중
교사 3명(박정환, 이은경, 유고임)파견,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한국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 협의

내몽고민족대학에서
- 한국어 강사 박정환

로 변해있다. 수업이 있는 건물까지는 약 300미터 정
도,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본다. 늘 다니던 길이
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다소 긴장되면서도 뭔지 모

아침 날씨가 꽤 춥다. 통료는 이미 가을을 지나 영하

를 기대감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종아리 쪽에서부터

의 날씨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침부터 좀

다리를 타고 등쪽을 지나 가슴까지 뻗어 올라오는 느

분주하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다 끝내지 못한 수업 준

낌이다. "아… 역시 첫 수업이라서 그런가?" 아무리

비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이 바쁜

혼자 큰 소리로 떠들어봐도 누구 하나 알아들을 사람

일이 있을 때면 시간은 곱절로 빠르게 흐른다. 현재시

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 놓고 혼잣말을

간 오후 3시 20분, 수업은 4시부터 시작이다. 이제 수

해본다. 도착한 곳은 '교학 3동' 먼저 멀티미디어 장

업에 필요한 교재, 분필, 노트북과 그에 딸린 장비들

비 열쇠를 받으러 수위실로 들어선다. 익숙한 얼굴들

을 챙겨 슬슬 수업이 있는 동캠퍼스로 출발한다.

이 웃는 낯으로 나를 반겨준다. "你好~!(니하오)" 라고

바깥은 이미 따스한 햇살이 내비치는 늦은 오후가 되

힘차게 외쳐본다. 역시 "你好!!" 라는 매우 친숙한 인

어 나를 맞이한다. 학생들에게 내줄 과제물을 인쇄하

사말이 들려온다. 그런데 내가 수업할 교실의 열쇠가

러 잠깐 나왔던 오전의 화사하고 싱그러운 분위기는

아직 반납되지 않았다. 수위의 말로는 전 시간의 강의

이미 온데간데 없고, 푸근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

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란다. 어쩔 수 없이 잠시

48

(1117)2011_선의소식지.indd 48

2011-11-17 오후 6:45:52

기다려 보기로 한다. 2~3분쯤 기다렸을까? 느낌은 한

학생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라서 내려가기가 한결

30분 이상 기다린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교실에 올

수월하다. 드디어 수위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전 시간

라가 보기로 한다.

선생님은 열쇠만 남겨 놓고 가버리셨다. "아… 아쉽다.

수업이 있는 교실은 403호, 4층이다. 막 수업을 마치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는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

고 계단을 가득 매운 채 물밀듯이 밀려 내려오는 학생

고 열쇠를 받아서 급히 교실로 향한다. 학생들이 거의

들을 뚫고 4층까지 올라가기란 여간 무모한 짓이 아

없는 계단은 아까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니다. 하지만 얼른 열쇠를 받아서 수업준비를 해야겠

다시 교실에 도착하니, 이미 학생들이 교실 한 가득

다는 생각 밖에 없어서 그 무모한 짓을 정말 무모하게

입실해 있다. 여전히 모든 학생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나 무모하다고 느

기대를 가득 머금은 채 나를 향하고 있다.

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13억 중국인의 틈바구니 속

수업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5분, 또 다시 손이 분주해

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한 층 한 층 힘겹지만 당당

진다. "잘 되야 될텐데…" 잘 안되면 이틀간 준비한

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ppt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고전적인 방법으로 칠판

든다. "역시 나는 불굴의 한국인이다!"

에 판서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장비를 모두
연결하고 전원을 넣으니 잠시 후 빔프로젝터 화면이

힘겹게 도착한 교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와 있다. 내

스크린을 비춘다. 좀 전의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이

가 교실에 들어서자 긴가 민가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

제 수업 준비는 다 된 셈이다. 이때 복도 쪽에서 수업

이 일시에 모두 나를 향한다. 그 시선들을 모르는 척

시작을 알리는 종 소리가 들려온다.

살짝 외면하면서, 멀티미디어 설비 쪽을 바라보니 굳

교실에 가득 찬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모두 나 한

게 잠겨있다. "아뿔싸… 전 시간 선생님은 이미 내려

사람에게 집중되어있다. '뭐라고 먼저 운을 띄우면서

가셨구나…" 아마 좀 전에 무모하게 뚫고 지나왔던

시작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입을 연다. "여기

13억 중국인들 중 하나가 그 선생님이었으리라. 이렇

한국어 반 맞나요?", "네~! 맞아요~!" 학생들의 대답

게 허무하게 엇갈리고 나니 문득 그 선생님이 어떤 분

에는 힘이 넘친다. "자~ 그럼 우리 수업 시작할까요?",

인지 한번 꼭 뵙고 싶어진다.

"네~! 좋아요~!", "그러면 먼저 제 소개를 할께요, 안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하다니… 일단 먼

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온 박정환이라고 합니

저 가방을 누군가에게 맡겨야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고

앞쪽에 앉아서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게 시선을

기쁩니다……."

떼지 못하고 있는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온다. "이 가

비록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때늦은 시작을 하지만,

방 좀 봐줄 수 있어요?", "아… 혹시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이번 학기도 무사히 교양한국어수업이 시작되

"네,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부탁 좀 할게요." 순

었다.

간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네, 알
았어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힘차게 대답하는 해
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여학생을 뒤로하고 다시 1
층으로 향한다. "서둘러 내려가면 전 시간 선생님을
볼 수 있을까?" 마음이 다시 조급해진다. 계단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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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임 선생님과 학생들 (왼쪽에서 두 번째)

내몽고민족대학에서
- 한국어 강사 유고임
내몽고민족대학 한국어 수업이 지난 주 수강 신청 하
루만에 거의 다 마감되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보
고 싶어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으면 한국 드라
마가 좋아서 혹은 한국어가 듣기 좋아서라는 답을 종
종 듣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겠지
만 이 작은 도시에까지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
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민족도 다양해서 지역
마다 차이가 많다보니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제가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는 서울에서조차 중국어
학원을 찾기가 어려웠고 왜 하필 중국어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중국인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
어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많은 한
국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
니다. 중국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깊어
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중국 사람들
은 한국 하면 '드라마'와 '화장품'이나 '성형'이 연상
되는 듯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어 학습 동기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끔은 너무 이
부분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무
쪼록 한국어가 이 중국 땅에서 '외국어'로 뿌리 내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다양한 모
습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
들의 열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
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을 보면 저도 의욕이 배가 되고
책임감도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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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 민족대학
협력사업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사업안내

사업배경
영문, 국문 홈페이지 제작을 통하여 내몽고 민족대학의 글로벌화와 효과적인
홍보를 돕고 한국어반 우수학생에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한국어 전
파와 우수 학생을 격려

내몽고민족대학 홈페이지 서버 인수인계

홈페이지 서버 인수인계식

2011년 11월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내몽고 민족대학
에 홈페이지 서버 인수인계식을 가졌습니다.
내몽고민족대학의 글로벌화와 효과적인 홍보를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제작에 들어간 국문 및 영문 홈페이
지의 프로그램 개발, 업데이트등 수정 보완 작업을 완
료하여 정식으로 내몽고 민족대학에 인수 인계하였습
니다.
내몽고민족대학 장학금 수여
내몽고민족대학 한국어반 수강생 중 우수 학생을 선

장학금 수여 학생 소감발표

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명, 2011년 12명으로 총 22명의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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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썩선
선의 적십자병원

이동진료차량 전달식

사업안내

사업배경
2005년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외곽 빈민 지역인 썩선현에 건립
베트남 하노이의 빈곤 지역인 썩선현에서 의료활동과 교육활동
사업현황
썩선현 전체 인구의 10.9%인 빈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1일 50여명, 2011년까지 33,000여명의 환자 무료진료
지역의 의료지도자 교육, 무료이동진료 사업

썩선 선의적십자병원장 김시찬

이곳의 하노이적십자사-선의한국병원(선의빈민진료
소)은 하노이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35Km 떨어진 곳
썩선현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초부터 시작된 숨은
노력이 결국 2004년 12월 선의복지재단과 하노이적
십자사가 사업협정을 맺음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진료소 건물을 새로 짓고 그
후에는 베트남의 복잡한 서류수속 끝에 드디어 2006
년 8월 활동허가를 받았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지역의 빈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의료봉사 활
동을 해오고 있다. 본 병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의 빈민
들을 대상으로 무료의료활동을 함으로써 직접 하나님

김시찬 원장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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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베트
남선교를 돕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동안 지역과 종파
를 떠나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있다. (한
국선의복지재단, KOICA를 통한 한국 정부의 지원,
한국에 있는 여러 기관과 후원자들, 하노이 한인들의
지원 등)
그 동안의 과정은 앞서 성공적인 (2004-2008)이후 이
어진 2기사업(2009-2013)이 지속해서 진행 중에 있
으며 김시찬 한국인 원장(내과전문의)을 비롯한 베트
남인 의사, 간호사, 기사, 관리, 잡부 등 16명의 직원
들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와 봉사단이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의 본 진료소의 다방면에 거친

김시찬 원장의 진료 모습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이제는 지역주민과 지방정
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봉사
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한
사람으로 작은 보람을 느낀다. 또한 이를 통해 적지
않은 베트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에도 이곳의 환경도 많이 변해 가고 있다.
처음 무료 진료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베트
남의 상황과 의료환경은 계속 발전하였고 또 지금도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베트
남의 발전과 함께 진료소의 활동방향도 점검해야 하
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동안의 본 진료소
와 같이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돕는 방식의 활동에서

마을 주민 진료 모습

부터 이제는 베트남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앞으로
는 이들이 이러한 사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할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하
노이에서 가장 낙후되었다는 썩선현은 이제는 더 이
상 하노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도 아니고 또 의료적
으로도 더 이상 가장 어려운 지역도 아니다. 사실 하
노이시의 썩선현보다 더욱 어려운 지역이 넓은 북쪽
산지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이러한 곳을 돕는 것은
그 동안 경험을 쌓아 왔던 우리로서는 외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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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로 보인다. 그 동안 베트남에서 많은 활동을 통

으로 잘 훈련된 이곳 직원들과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

해 의료사업의 역량을 쌓아올 수 있었던 선의병원도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는 이 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손길을 목말라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런 시점에서 우연한(?) 시작으로 진료소의 새로운 방

것으로 믿는다.

향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무료이동

작은 일을 하는 데도 많은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

진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매달 두 번씩 어

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너무 평범한 말이기도 하지만

려운 곳을 찾아 가는 이동진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

특히 이곳에서 이 일을 행하는 당사자는 그 과정 중

게 되었고 이 사업이 끝나는 내년 후반에는 보다 자유

에 나름대로의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사람

롭게 베트남의 필요한 곳은 어느 곳이든 찾아 다니며

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살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활동을 베풀 수 있게 된다. 최

서 마음을 나누며 사랑으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소

첨단 디지털X-ray를 장착하고 필요한 진단, 검사장비

수의 힘으로만은 오래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

를 함께 실은 진료차량을 가지고 그 동안의 병원사업

로 본인은 그 동안 이곳에서 선의복지재단과 함께 손
을 잡고 걸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지역자도자 교육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이제는 국내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또한 세계로 그 선한 활동을 넓혀가는 것
은 사랑과 협력 속에서 이러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되고 또 버팀목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
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창립 29주년
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멀리 베트남 하
노이에서도 두 손 모아 기원한다.

병원 별관-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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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시
태권도 교육사업

베트남 다낭시
선의 태권도 체육관 운영 &
다낭 IT대학 장학금 지원

다낭 선의태권도장 전경

사업안내

사업배경
한국-베트남 간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태권도를 통한 건강증진과
다낭시 IT대학 자원으로 IT발전과 후진양성에 기여
사업현황
태권도 체육관 운영(다낭시 대표팀, 주니어팀, 일반인)
2개 중학교의 정식과목으로 태권도 채택, 올바른 태권도 교육
전국규모의 태권도 대회 개최

2005년 3월. 베트남 중부도시 다낭시에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 차원과 다낭시 체육국의 요청으로 태권도롤 전
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선의 태권도 체육관을 건축하였으며 현재 다낭시 대표팀, 주니어팀, 일반인에게 태권도 지
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낭시 중학교 학교 체육으로 태권도 수업, 태권도를 통한 여가활동과 문화교류, 다낭시에 6년간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발판으로 베트남 전역에 한국의 올바른 태권도 문화를 알리고 베트
남 국민의 체력증진과 베트남 내 한국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된 다낭 IT대학과의 협약으로 현재까지 8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낭시 IT발전과 후진양성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다낭 IT대학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다낭시 중학교 태권도 수업

55

(1117)2011_선의소식지.indd 55

2011-11-17 오후 6:46:07

2011 SUNNY KOREA NEWS

뉴욕법인

주소 54 Stoothoff Dr. New Hyde Park, NY 11040
연락처 T.516-721-8101 F.347-732-9459 / sunnyusany@yahoo.com
선의재단과 마음을 같이하는 교민들이 모여 꾸준한 기도모임을 통해 설립되었다. 뉴욕지역 노숙자, 청소년사
역, 북한 선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뉴욕 크리스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법인은 2003년 7월 23일 정식으로 non profit organization 허가를 받아(#20-34-09)회원 및 기부자들에게
tax deduction 혜택을 드리고 있다.

조직구성
역대지회장
1대_정인국 / 2대_서홍석
운영 이사회
이사장

성기로

부이사장

송석황

회장

최문섭

부회장

황신호, 한성혁

총무 / 감사

김성혜 / 송성렬

회계 / 서기

김수영

상임이사

박신화, 이종원, 이희상, 장세활, 백남걸 , 장용, 이흥섭, 정귀련, 정인국

이사장 성기로

부이사장 송석황

회장 최문섭

부회장 황신호

총무 김성혜

박신화

백남걸

이종원

이흥섭

이희상

정세활

장용

정귀련

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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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선교사의 집
후원회장

백달영

사무장

박종원

간사

방명희

관리

이영창

이사

고경실, 곽현순, 유숙자, 김광자, 장옥화, 황현성, 이성기, 명영숙, 지윤구, 이종숙, 홍정민, 한진숙, 황신혜

후원회장 백달영

사무장 박종원

간사 방명희

2011년 주요 사업
선교사의 집
집을 법적 보장이 되는 RECTORY로 신청하기 위해 건물 미비 조항을 수정·보완
선의선교연구원 설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선교사의 집에서 정기 예배
브니엘 선교회와 합동 정기 중보기도회
할렘 방문
뉴욕 할렘 노숙자 사역 연례 정기 방문

금요 예배

할렘 노숙자 지원사역

가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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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회

주소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연락처 T.714-773-5578 / C.714-726-5948 / mamajoo@gmail.com
설립년도 2008년 8월
설립취지
한국선의복지재단 LA 지회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기도와 물질, 봉사 지원

조직구성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회계/부회계

주명은
이용숙 / 김정민
이순배 / 민영란 / 이희숙

고문

박광철 목사님, 박충기 목사님

이사

주수봉, 이종상, 이정원, 임영희

2011년 주요사업
^매월 둘째 토요일 : 기도회
^매월 넷째 토요일 : Sunrise Nurshing Home방문, 찬양예배인도
2011 03 일본 지진 피해 성금
2011 04 무지개 선교회 기금 모음 걷기 행사 참여 특별 성금
2011 04 Jonathan 선교회 후원 지속
2011 08 3주년 창립 기념 예배
2011 09 성경일독 4기 진행 중
2011 11 'Burning in Hollywood'(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선교모임) 후원
2011 12 멕시코 티와나 감옥선교(음식, 성경등의 성탄선물, 간증, 찬양, 예배)

도움주는 기관들
여명선교회(Daybreak Ministry, 장명주 목사)
미국 양로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노쇠하고 병약한 심신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노인
들께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드리며 구원의 확신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회
Graceland Mission (임성호 목사, 최춘애 선교사)
장애우들을 위한 사역으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정규교육과 재능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가
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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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자매 (Chicago, IL)

17살난 뇌성마비 아들 (태청)을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머니로 아들을 보살펴야 하므로 직장을
구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음
캄보디아 조원제, 조영자 선교사

미국 선교단체인 CRM (Christian Resource Mission) 소속으로 캄보디아 치과 의료 봉사와 함께 국교가 불교인
캄보디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
무지개 가족 선교회(Rainbow Family Ministry 이지혜 선교사)

상처입은 영혼의 치유와 가정회복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로 2003년 창립
개인의 중독문제 (도박, 알콜, 마약) 또는 배우자의 중독과 가정폭력등 비정상적인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외
된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활을 통해 GED 와 직업학교를 거쳐 사회로 다시 진출, 적응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선교회
조나단 (Jonathan) 선교회 (이지혜 선교사)

무지개 가족 선교회와 같은 취지로 2011년 3월 LAS VEGAS 에 새로 설립한 선교회
LA 부모님 선교회 (Los Angeles Mom and Dad Mission 안덕원 목사)

LA에 있는 여러 양로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시는 부모님들과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특별히 찾아오
는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께 기도와 봉사로 위로^격려하며 불편한 점을 도와드리고 양로병원의 staff들과 상호
협력하여 불신자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하는 선교사역 (1년에 1회 돕고 있음)

후원자 명단
고서경 김경애 김경혜 김복숙 김명희 김양심 김연희 김영실 김영재 김정민 김지연 김형주 권광숙 문영희
문향순 민영란 박길순 박영자 방보숙 방찬희 서미선 신경희 신빈주 신영주 신채옥 양신숙 양원경 오영순
오수연 오현숙 Jane유 이성옥 이순배 이정미 이정원 이종상 Joanna이 이용숙 이현덕 이희숙 이은수 임영희
장경아 정복자 정일미 조낭숙 주수봉 주명은 Heidi정 최옥주 최순애 최찬희 한순기 함주영
3주년 창립기념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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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부터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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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크레베스 CSR팀 이승훈 대리

1

유진크레베스 CSR팀 이승훈 대리입니다. 지난 9

만남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작은 선물에도 연신

월 18일부터 4박 6일 동안 베트남 해외사업장을

감탄하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던 옌니, 이제는

탐방 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실제적으

걸을 수 있어서 작년에 선물한 보행기가 필요 없

로 일하고 있는 해외사업장을 경험해볼 수 있는

게 된 띠엔닷, 의젓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고 말하던 히엔의 모습에 가슴 따듯한 시간이었

심장병수술을 마치고 돌아간 아이를 방문하고, 썩

습니다.

선 선의적십자병원의 김시찬 원장님을 만나고, 연
예인 같던 띠엔과 한국에서 유학하며 한국선의복

프엉남 고등학교에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지재단과 관계를 가졌던 베트남 친구들을 만났습

있었던 띠엔(Tien)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니다.

학교관계자와의 면담과 기숙사 방문을 통해 띠엔
의 학교생활이 어떤지 알아보고, 띠엔의 학교 및

먼저, 한국에서 심장병수술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제

돌아간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이번에 만

작한 “손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띠엔 동

난 아이들은 올해 수술을 받고 귀국한 미아잉(My

영상을 관람하며 재단에서 진행하는 띠엔의 재활

Anh), 옌니(Yen Nhi), 디엠미(Diem My)를 비롯

사업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2010년 수술을 마친 띠엔닷(Tien Dat)과

특별히 올해 한국에 와 새로 장착한 의족으로 제

2008년 수술을 받은 히엔(Hien)으로 총 5명이었

법 편안하게 걷던 것과 영어학원을 가야한다며 시

습니다.

간을 재촉하던 띠엔의 모습에서, 앞으로 띠엔의

아이들의 수술자국을 조심스레 살펴보고 아픈 곳

앞날에 놓여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 역시

은 없는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었

준비해 간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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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옥이와의 만남
마지막날 수술을 받아야할 어린이를 한국에 데
려가기 위해 '밍옥'이란 아이를 맡아 인솔하게 되
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 인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
심장병수술사업인 것 같습니다. '밍옥'은 결국, 아
직 수술할 시기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아 돌아갔지

2

만, 그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
군가의 돈과 시간과 노력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더 많은 '밍옥'이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내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끈끈한 우정을 느
낄 수 있었고,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사람을 정말

3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있을 때,
상대방은 그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베트남
사람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관광도,
맛있는 음식도, 만남도 아닌 마음을 느낀 여행이
었습니다.

4
1.유진크레베스 베트남 공장 앞에서
2.할롱베이에서
3.히엔과 함께
4.밍옥과 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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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聞不如一見,
베트남 해외사업장을
다녀와서...
-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김봉선

각이 들었다. 이렇게 정신없는 첫날이 지났다.

둘째 날_유진크레베스 방문
둘째 날에는 유진크레베스를 방문했다. 수저, 포
크, 나이프 등 다양한 생산품들을 보면서 그동안
듣기만 했던 회사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후 현지의 식당에서 현지식을 먹었는데
베트남 연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인
것 같다. 식당의 분위기 음식들 모두 낯설고 어색
했지만 그 곳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
기에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셋째 날_썩선선의적십자병원 방문&띠엔과의 만
남
셋째 날은 하노이에 있는 선의적십자병원을 방문
했다. 병원의 깨끗한 시설과 원장님의 열정과 자
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항상 앞을 보고 나아가려고
첫째날_수술 받은 아이 방문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이 되었다. 병

예전부터 베트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원을 둘러본 후 띠엔 닷의 집으로 갔다. 우리가 온

이번 베트남 연수는 나에게 또 다른 기대와 의미

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를 가져왔다. 4시간여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도

모여 있었다. 띠엔닷이 한국에 왔을 때에는 걷지

착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수술 후 돌아간

도 못 했었는데 수술 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3명의 아이를 만났다. 가장 최근에 수술한 후 돌

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간 아이들이라고 하였다. 법인 식구들을 보고

이후 베트남 연수 중 가장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

반가워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

인 띠엔을 만나러 띠엔의 학교로 갔다. 법인교육

면서 낯설기도 했지만 가족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을 통해 듣기만 했던 띠엔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

베트남에 돌아 온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의

은 시간이었다. 띠엔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상과

건강은 어떤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

띠엔이 지내고 있는 기숙사 등을 둘러보았다. 생

들은 계속 손을 흔들며 차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각했던 것 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띠엔과

를 지켜보았다. 저녁 때는 한국에서 유학을 한 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게 아쉬웠지

베트남에 돌아와 봉사단체를 만든 유학생들과의

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띠엔의 모습을 보며 뿌

만남을 가졌다. 시간이 날 때마다 법인의 사업을

듯하기도 했다.

도와주고 있는 그들의 열정을 보며 감사하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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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넷째 날_하롱베이
넷째 날은 하롱베이를 관광했다. 우리 일행만 배
를 타고 하롱베이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여유롭게 베트남의 경치를 둘러보
는 시간을 가졌다.
띠엣 닷과 함께

마지막 날_수술 받을 아이들과의 첫 만남

만 듣던 재단의 사업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

드디어 베트남에서의 마지막날이 되었다. 이번 연

하면서 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

수의 가장 큰 미션인 심장병 수술아동을 서울로

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술을 통해 아이들이 새

데려가는 날이기도 했다. 먼저 오전에는 수술 후

생명을 얻고 건강하고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돌아간 히엔의 집에 방문하였다. 히엔의 집에 방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작년 연수 때와 달리 이번

문한다는 소식에 정부 관계자들도 와서 우리를 맞

에는 수술할 아동들과 함께 들어와 더욱 의미 있

아주었다. 히엔의 건강한 모습과 가족들의 모습을

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바쁘다는 핑계로 응아

보며 나 또한 흐뭇하고 기뻤다. 헤어지는 길에 아

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번이 처음 수술이

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히엔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

아닌 것 같아 더욱 마음이 간다. 응아가 수술을 잘

며 뭉클하기도 하였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우리

마치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와 함께 서울로 가서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될 아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짧은 여정의 연수였지만 정

들을 만나러 공항으로 갔다. 내가 맡은 아이는 응

말 알차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게 하

아라는 아이였다.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어려

는 연수였던 것 같다. 연수를 위해 배려해 주신 관

움이 있었지만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서로를 알아

장님, 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연수 기간 내내 함께

가는 시간을 가졌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쯤 지난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린다.

후 응아가 일어났다. 새벽이기에 조용한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계속 달래
주고 놀아주는 사이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하였다.
도착 한 후 아이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아
이들은 병원으로 향했고 같이 갔던 직원들은 각자
의 집으로 돌아가며 베트남 연수는 마무리 되었다.

처음 베트남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베트남 연수는 많은 것을 느끼
게 해주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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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 환아 & 가족의 편지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어린이와 볼리비아 어린이를 1:1로 후원하는 결연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결연을 희망하는 후원자는 국가에 따라 월 2만원/3만원의 후원금으로 아동과 1:1로 연결되어 희망하시는 기간 동
안 후원하실 수 있고 이 후원금은 전액 어린이에게 전달 됩니다.
후원자님은 가능한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1 결연은 아동
에게는 물질적인 연결일 뿐 아니라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이 되고 멘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후원자의 그침없는 사랑
은 어린이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과 볼리비아에 있는 결연 어린이 중 두 어린이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께

1

제 아들 알렉산더 Jr.의 수술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셔서

2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뿐 아니라 제 아들도 여러분께 매
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쯤 다시 여러분
들을 볼 수 있을지를 매일 물어보곤 합니다. 제 아들은
여러분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히
숨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글로리아&알렉산더 드림1.필리핀 소년 알렉산더 Jr. 현재 모습 2. 수술 당시 모습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1

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춥고 얼음도 있어요. 가끔은 비가 올것 같기도 해
요. 저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말린 감자를 만

2

들기도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할머니를 도우러 가요. 엄
마 아빠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엄마 아빠를 사
랑해서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볼리비아에서 마리 뽀조 올림-

1.뽀조가 재단으로 보낸 편지 2. 뽀조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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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기관
경남, 경주, 대구지회,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선의노
인요양센터, 선의어린이집, 선의지역아동센터, 영동선의
연수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하
는 가정, 아동, 어르신에게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 접근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인 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내사업
66
68
70
71
73
75
76
77

경남지회
경주지회
대구지회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선의노인요양센터
선의어린이집
선의지역아동센터
영동선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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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회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이현웰가아파트 106동 1404호
연락처 055-743-6452
설립년도 2000년 3월
경남지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자 2000년 3월에 한국선의복지재단 경
남지회를 설립함. 마음이 있어도 길을 찾지 못해 선한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후원자를
찾아서 그들의 선의를 모아 삶의 뒤안길에서 외롭고 고통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참된 위로와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하는 일에 최우선
의 목표를 갖고 있음.

조직구성
역대 지회장 // 1대_하숙란 / 2대_정성욱 / 3대_최정애 / 4대_고인아 / 5대_정성욱
자문위원
김일현(사천 : 연세치과의원 원장 / 안대현(진주 영은교회 목사) / 정기현(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홍순찬(경상대학교 의과대학교수)
평생회원
하숙란, 정성욱, 최정애, 김화봉, 김정숙, 이진자, 최용희, 고인아, 정재원, 이명희, 박인성
찬조회원
강명자, 김경심
임원
회장

강명자

부회장

조윤자

총무 / 서기
이사

김숙자 / 허종순
고인아 / 김신옥 / 김화봉 / 이정희 / 장성순 / 정성욱 / 최정애 / 현숙미

회장 강명자

부회장 조윤자

총무 김숙자

서기 허종순

고인아

김화봉

장성순

정성욱

최정애

현숙미

김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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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정 후원금 지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장학지원(중^고^대학생)
기타 특별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할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시지원

2011년 주요 활동

장학지원
4명
기관보조
사랑의집(외국인 근로자 저녁식사 나누기 100인분)
엘림 장애인교회 방문(간식, 쌀160kg 전달)
생계보조
빈곤가정 6가정
노인복지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기
내동면 독거노인 돌아보기(생필품 전달)
산청군 금곡 마을 노인잔치
기타
교복값 지원1명, 찬양봉사
후원 및 봉사 하신분
참농부(정순례)-산청 독거 노인 죽 후원
자연드림(신안동 매장)-산청 독거 노인 '빵' 후원
김혜숙,이승종,최재훈-반찬, 미디어 봉사

산청 이레마을 장애인공동체 방문

금곡마을 경로잔치

사랑의집 외국인노동자 식사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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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회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295번지
연락처 T.054-773-8212 / F.054-773-8213
설립년도 1995년 1월
경주지회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봉사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모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연
결시켜주는 사회봉사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이행하며 저소득층
은 물론 일반 계층에게도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조직구성
임원
후원회 회장

문영기

회장

박명신

부회장/ 간사
이사

박미숙 / 김보현
김남진 / 김말순 / 김명선 / 김신애 / 김연숙 / 박영미 / 박영희 / 박옥자 / 손경옥 / 손정경 / 송승희 / 용정진 / 윤정예 / 이태옥 / 이한월 / 임경임 /
정분이 / 정영희 / 정학이 / 정혜영 / 지영옥 / 최기화 / 최상임 / 최영희 / 최진희

후원회 회장 문영기

회장 박명신

부회장 박미숙

김신애

박영미

박옥자

손정경

이한월

임경임

정영희

정학이

최상임

최영희

최진희

간사 김보현

김남진

송승희

정혜영

김말순

김명선

용정진

이태옥

지영옥

최기화

68

(1117)2011_선의소식지.indd 68

2011-11-17 오후 6:46:40

사업안내

재가복지사업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정서적지도, 말벗, 소년^소녀가정 학습지
도 등의 서비스 제공
아동복지사업
소년^소녀가정 용돈지원, 무료공부방 운영 등
나눔터 운영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 가정, 장애인 가정, 무의탁노인 후원

2011년 주요 사업

1월
2월
3월~7월
8월
9월
10~11월
12월

후원금 지급.계란 및 빵 나누기
후원금 지급 및 명절선물 (설날)나누기
후원금 지급 및 계란과 빵나누기
계란 및 빵나누기
후원금 지급 및 빵나누기.명절 선물 나누기(추석)
후원금 지급 및 빵나누기
후원금 지급 및 빵나누기
새마을금고 좀도리 쌀나누기 20K,10포 지원 받아 배포

1.정기 이사회 2.예배 모습
3.겨울철 난방유 지원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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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회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0-24번지 1층
연락처 T.053-761-9975
설립년도 2000년 8월 25일
대구지회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형태의 어려운 이웃에게 순수한 선의로 물질적 나눔의 장을 열어 생활 안정에 기여
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며 적합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통합적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

조직구성

임원
지회장

김찬종

이사회장

정송자

부회장
총무 / 서기

여남희 / 김현숙

회계 / 감사

김영화 / 고종규, 문정자

이사

사업안내

박소희자

노은경, 노정자, 노계자, 박영희, 성영주, 신동학, 심선희, 유승희, 이미란, 이연희. 이
영상, 이태손

지역복지사업
노인무료급식 지원, 소년소녀 가정 돕기, 1급 장애인 가족돕기
지역복지사업
장애인하계캠프, 중증장애인 생활후원, 장애인부모회 위로행사지원
지역복지사업
노인요양원 설립 예정 (부지 매입 완료)

2011년 주요 사업

가족복지사업
노인무료급식 지원
사랑의 콘서트 주최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사랑의 콘서트"주최
노인요양원
2012년 3월 착공 예정

공연 모습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사랑의 콘서트"공연 순서

초청 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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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관악
종합사회복지관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699-6
연락처 T. 02-886-9941~3 / F. 02-874-4048 / gw9941@hanmail.net
홈페이지 www.goodwill.or.kr
설립년도 1987년 12월 4일
설립취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보
호 사업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문기관

조직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광(은천제일교회 담임목사)

위원

문정인(기관대표) / 김인호(성현동장) / 황도임(관악구아파트부녀연합회) / 김성천(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한규봉(우리은행 봉선서지점장) /
이두표(관악구 중화요리 봉사단) / 강광하 (봉천동 나눔의집 원장) / 기호갑 (관악구 아파트연합회장) / 박진순(관악구청 복지정책과장)

관장

문정인

부장

남성주

조직

운영기획팀

과장_한미경 / 회계^서무_윤정이 / 안전관리_김규철 / 사회복지사_이가영 / 운전_이경석

복지1팀

과장_김민영 / 사회복지사_윤시온, 이정희, 문중훈

복지2팀

팀장_정영규 / 사회복지사_조동수, 김봉선, 김엔지, 최미진, 차은희 / 보육교사_김선지, 최은경 / 취사_임미화

복지3팀

팀장_최유민 / 사회복지사_고요한, 안승우

시설현황
지상 4층

피아노교실, 컴퓨터 교실

지상 3층

선의노인요양센터, 관장실,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지상 2층

사무실, 대강당, 부장실

지상 1층

선의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새움교실

지하 1층

Ever-Clean 세탁소, 경로식당, 금빛교실, 은빛교실, 별빛교실, 달빛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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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역복지사업
후원활동, 복지네트워크, 복지정보안내, 다문화사업, 자원봉사 육성사업,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은빛하늘지기,
Ever-Clean 세탁소, 사회조사연구, 실습지도, 푸드뱅크, 어린이재단 연계사업 등
가족복지사업
이혼가족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평생학습, 청소년방과후교실, 꿈끼페스티벌,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사업
사례관리, 식생활지원사업, 보건위생사업, 정서지원사업, 경제적지원사업, 꿈나래^희망플러스
교육문화사업
피아노, 발레, 방송댄스, 미술, 보습 등 아동^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노인특화사업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제공, 해피시니어스쿨(노인대학), 경로당활성화사업, 저소득노인지원사업
등

1.경로당네트워크 프로그램 2.sunny일일호프 3.자원봉사자 교육 4.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협약식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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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노인요양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699-6
연락처 T.02-882-7134 / F.02-874-4048
설립년도 2004년 12월
설립취지
본 센터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care센터 입소를
통해 심신기능회복 및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안내
요양대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적인 보호와 요양이 필요한 55세 이상의 어르신
시설안내
사무실
프로그램실
침실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
배회로
비상재해대비시설

행정 업무 및 대상자와 보호자 상담, 기초건강체크 및 의료기자재 및 비상약품 비치
인지기능 회복사업, 심리사회적 증진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취미활동 공간
취침공간
건강 차트작성, 운동기구 비치하여 개별^집단 운동치료 서비스 제공
어르신 식사 준비, 영양 간식 준비를 위한 주방공간
규칙적인 위생처리와 용변처리를 위한 화장실
세면^샤워^목욕서비스를 위한 위생공간, 세탁서비스
대상자의 내부 운동 활동공간
소화용 기구 배치,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추석명절 어린이집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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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상담서비스
생활환경 및 건강 문제 상담 및 문제 해결
의료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작업치료기구를 이용하여 잔존
능력 향상
취미^여가서비스
고품격 여가 생활을 통한 건전한 노인정서 함양
인지기능 회복사업
미술치료, 음악치료, 회상치료, 일상생활적응훈련, 현실감각훈련 등
기타
급식서비스, 사회적응훈련, 후생서비스, 자원봉사, 생신잔치 등

1.원예치료프로그램 중 꽃꽂이 모습 2.수지침 치료 3.발마사지하는 모습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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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어린이집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699-6
연락처 T. 02-885-9770 / sunhee9770@hanmail.net
홈페이지 cafe.daum.net/happysunnee
설립취지
아름다운 생각과 말,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남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미소
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건강
한 몸과 마음의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음.

조직구성
원장

김희정

교사

정경자, 송숙빈, 이희숙, 조은조, 강소희

취사부

조영숙

보육도우미

임을란

사업안내
통합적 유아교육
유아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경험 및 놀이를 통한 통합적 교육 시행
월1회의 현장학습, 소풍, 하계캠프, 자율적 특기활동 등으로 자립심과 협동심 형성

2

1

3

1.서울랜드 소풍 2.여름캠프 3.현장학습
4.봄소풍 딸기농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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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지역아동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699-6
연락처 T. 02-886-9941~3 F.02-874-4048 / gw9941@hanmail.net
홈페이지 www.goodwill.or.kr
설립취지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보호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조직구성
대표

문정인

부장

남성주

팀장

정영규

시설장

최미진

생활복지사

김선지

사업안내
교육 프로그램
개별학습지도, 한문교육, 시청각활동, 특기적성(댄스, 난타), 미술활동 등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성 증진
문화체험, 캠프, 가족집단활동, 생일잔치, 성탄파티, 바깥나들이 등 개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 태
도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기타
기본생활영위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등 아동케어 서비스

1.설날행사 2. 송편빚기 3. 어린이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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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선의연수원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485-1
연락처 T. 043-744-8438
설립년도 1995년 8월
설립취지
선의연수원은 충북 영동, 각종 과실나무로 뒤덮인 무공해 청정 산골마을에 자리잡고 있으며, 조용하고 한가로
운 환경 속에서 여유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됨

시설현황

편의시설

대강당, 소강당, 별관공동숙소, 식당

사택 4동

가족단위휴양, 소그룹연수, 개인기도, 목회연구, 설교준비, 냉^온수 샤워실, 화장실

난방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5기

설치 지하수개발

특징

지하120m광천수, 채수 100t급 암반수 판정

자연과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편안한 쉼터
양산 팔경이 인접하고, 무주 구천동 입구에 자리잡아 수려한 경관을 즐길 수 있음.
편리한 교통과 시설
정문까지 2차선 포장도로, 주변 농원 생산 농산물 제공, 넓은 운동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동선의연수원 원장 김희수 목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데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있습니다. 또
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명이 옵니다.‘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관계가 깨
어지면 모든 좋은 것이 오지 않고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만 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도 오래가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의 무너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삶의 긴장감과 걱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약합니다. 걱정들이 계속될 때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뜻에 따라 욕심껏 죄를 짓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따라 삶이 움
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좋은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빨리 어디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쳤는지 찾아내
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 동안 온 길이 아무리 아까워도 잘못된 길이 시작된 곳으로 재빨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떠나 혼자 오게 만들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나 혼자 와버린 그 길에서 예수님은 여
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만 정신없이 내 욕심대로 빨리 갔을 뿐, 예수님은 내 선택들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시면서 그 자리에 서 계
십니다. 만약 우산을 잃어버렸다면 어디까지 우산이 있었는지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동행을 잃어버린 순간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와
버렸는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의 연수원에서 예수님과
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
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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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명단_2011.01~2011.11
평생 회원 (1,000,000원 이상 예탁하여 주신 분)
문대기 문영기 서애숙 송지은 이혜은 여주기 황명덕

CORN-VISION (콘비전 아동후원사업)
권항자 김미정 김정란 김위곤 김윤희 김옥훈 김정숙 김정혜 김화정 문정인 민병기 박길준 박숙자 서애숙 송지은 송주연 신귀례 신용자 여옥기 여주기 이윤기 장명자 장지열 정성욱 조경옥 최미경 최보영
하숙란 하정민

후원 회원 (10,000원 이상 예탁하여 주신 분)
강명자 고연경 고완석 구영희 권경화 권항자 김규철 김도열 김미령 김봉선 김봉학 김수정 김신옥 김신혜 김영미 김옥 김옥훈 김은상 김재병 김정란 김정숙 김정자 김정혜 김정희 김진권 김학진 김현근
김현진 김형철(한미경) 김혜숙 김화봉 김희영 김향미 남성주 남양규 문영기 문정인 문정임 박경자 박숙자 박은희 박정화 박종진 박준형 방용문 백순기 백호동 서애숙 서정우 손정자 송미경 송주연 수와진
신연미 신영현 신용자 신정옥 신창국 신홍범 심대종 안대현 양재화 양호철 여옥기 여주기 오혜선 유문철 윤정혜 이경자 이금랑 이승훈 이정창 이정화 이진우 이치주 이필남 이행구 이혜은 이희주 장명자
장성순 정경순 정경순B 정기한 정덕은 정명희 정성욱 정영규 정은실 조경옥 조동수 조문자 조영숙 조윤자 조은영 진영희 최보영 하숙란 하정민 황명덕 황진선 무명1
국민대 유학생 팀(응웬휴끄엉 레티투프엉 바티응언 도후엔지엠 더안티흐엉니 즈엉티투항 오광휘 건국대 유학생 팀(팜쭝탄 황후프엉 황레득통 팜미 티엔껌민찌 톤티엔프엉 쩐앙뚜언 응웬옥프엉따오
쩡꽝찌) 동국대(팜바득) 연세대 유학생 팀(부이티닝 응웬티응아 레프엉리엔 응위엔투장 부엌튀 잔티튀 호비엣레디엠 부테안 판궉화이) 경희대 응웬투이린 VNKR회장 쩐시휘 응웬티떰띵
한국예술종합학교(밍하 하이삼) 서울신대(팜응옥흥) 장신대 (응웬프엉남) 숙명여대(흐엉 비엣화 짱 응아 하이하 프엉 김치) 원황흥 서강대 응횃 응웬옥 항 이화여대(히엔 히엔수연)

기업 회원
건국대학교병원 건대유학생교회 기독교TV 금복복지재단 남서울복지재단 대구은행㈜ 대영코어텍㈜ 디와이홀딩스 밀알심장재단 보라매병원 부천세종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에버랜드 서울네이선즈교회
서울다문화교회 서울아산병원 서울시약사회 세민얼굴기형돕기회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선의노인전문병원 스마일게이트 우리금융지주 우리메드 우리메디텍 알바코퍼레이션 예음중앙교회 유진기공
유진크레베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전원교회 코메드메디칼㈜ 캄보디아헤브론병원 충무교회 한국심장재단 한국보건진흥의료원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홈플러스대구점 흥농의료지원재단
Understanding the Heart Charity

후원자 명단_1982.01~2010.12
평생 회원
강경자 고려합섬(주) 고영두 고옥자 곽경호 곽치섭 교양물산 권수현 권영명 권준혁 권항자 권동숙 김남석 김덕수 김봉진 김상숙(LA) 김에스더 김연분 김옥숙 김옥훈 김용배 김용욱 김은례 김은순 김의박 김재병 김정혜
김정희 김종덕 김학진 김향미 김현철 김혜자 남방원 노성렬 두준복 디와이홀딩스(주) 레이디가구 루디아의집 문대기 문명숙A 문영갑 문영기 문용자 문정인 문정임 문필기 박노준 박성철 박숙자 박영숙 박종해 박준형
박현주 배선정 변경옥 변금주 삼성복지재단 서천석 석종선 선의노인전문병원 성정민 손영자 송기자 송기정 송지은 신귀례 신길교회 신길교회여전도연합회 신정애 아산재단 아세아약품 안동숙 양성현 양중홍 양희숙
엄혜정 여영동 여옥기 여주기 염길수 우정희(전일성) 유경식 유상근 유진크레베스 윤경선 윤신금 윤용성(오혜선) 이규찬 이기자 이남호 이동호 이범준 이상운 이상윤 이선순 이성희 이수정 이양순 이영기 이영희 이옥자
이육강 이정현 이제경 이청자 이필남 이형자 이혜은 이혜순 이혜원 이회관 이희숙 임종숙 장영자 전준기 정송자 정완수 조경옥 조경완 조길례 조문자 주기옥 진명자 진은숙 최남호 최순영 최연식 최영중 최태섭
태평양재단 하숙란 한국도자기(주) 한국마사회 한국종신암본부 한금복 한상숙 한상훈 한종원 한현철 한혜원 황명덕

CORN-VISION 회원
강 훈 강석주 강윤정 강현민 강현영 고연경 구성현 권동숙(필리핀) 권수현 권태환 권항자 금옥이 김경애 김경은 김관호 김말임 김명재 김민영 김성훈 김수연 김신정 김신혜 김영란 김영재 김영주 김옥훈 김위곤 김윤희
김은희 김정란 김정숙 김정순 김정혜 김종학 김지수 김지혜 김현철 김현철 김혜경 김혜연 김희경 김희선 남숙현 맹계영 맹계원 문계숙 문대기 문명숙A 문명희 문영기 문정인 문정인 문정임 문지연 민병기 민병호 민병희
민춘자 박건주 박길준 박길준(미국) 박나리 박상선 박성희 박숙자 박은숙 박정은 박철준 백준영 백지선 변보아 변숙희 서영호 서주희 선의병원교회 성영례 성정민 성혜인 손미화 송영규 송지은 신귀례 신동희 신용자
신정옥 심영학 안영환 안영희 안원영 안찬영 안철현 양승희 여옥기 여주기 오동근 오성환 원승료 유연숙 유재열 유태환 유하양 윤신근 이경란 이경애 이경옥 이명숙 이미숙 이민화 이병헌 이영란 이영숙 이윤기 이인자
이정수 이정순 이정현 이종명 이종세 이종숙 이종호 이준기 이진우 이진자 이진자 이풍옥 이필남 이필영 이희은 임웅순 임정숙 장명자 장지열 장태혁 전혜란 전혜옥 전혜자 정 희 정귀옥 정귀옥 정문숙 정미선 정성욱
정은아 조경숙(미국PETRA 재단) 조경옥 조경완 조은경 조진희 주기옥 진명자 차영옥 천경례 최규인 최남규 최명옥A 최명옥B 최미경 최보영 최성우 최소영 최옹호 최용남 최용희 최정애 최혜경 최혜전 추부자 하성란
하숙란 하용한 하정민 하형숙 한금복 한명숙 한일기 햇살회 허순자 황명덕 황보연 황희연 황희조

후원 회원
가재섭 강경숙 강경자 강기운 강대익 강대현 강봉대 강부자 강석천 강선수 강성윤 강수정 강숙렬 강신성 강양숙 강영식 강용숙 강윤분 강은원 강을회 강정렬 강정순 강정자 강지혜 강창숙 강청석 강춘희 강해숙 강희정
건국대 유학생 팀(팜쭝탄 황후프엉 황레득통 팜미 티엔껌민찌 톤티엔프엉 쩐앙뚜언 응웬옥프엉따오 쩡꽝찌) 경남지회 경순오 경주지회 경희대 (응웬투이린) 계영애 고경희 고광민 고글라라 고려합섬 고려화재보험 고복용
고봉연 고성진 고숙희 고애숙 고연경 고운이치과 고은주 고인아 고정숙 곽태린 광병문 구교훈 구양희 구연숙 구자열 구자하 구정숙 구정순 구정인 구정재 국민대 유학생팀(응웬휴끄엉 레티투프엉 바티응언 도후엔지엠
더안티흐엉니 즈엉티투항 오광휘) 권경화 권동숙 권례순 권미란 권선무 권수현 권숙조 권순미 권순희 권영 권영달 권영자 권오정 권오철 권유경 권은경 권정순 권준희 권항자 권혁선 김갑동 김강애 김강진외8명 김경구
김경수 김경아외 2명 김경옥 김경용 김경은 김경자 김경화 김경희 김계옥 김관자 김광열 김광자 김국화 김규성 김규철 김금란 김금옥 김금춘 김기주 김기호 김낙훈 김남규 김남희 김내현 김달연 김대성 김덕수 김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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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의복지재단 후원자
김도영 김도형 김동규 김동녀 김동례 김동민 김만복 김말숙 김명권 김명근 김명성 김명숙 김명애 김명월 김명자 김명재 김명환 김무용 김문자 김미경 김미나 김미애 김미정 김미향 김미효 김미희 김민경 김민교 김민웅
김병수 김병숙 김병욱 김병인 김보화 김복순 김복철 김봉순 김봉재 김봉전 김부경 김사암 김상겸 김상량 김상민 김상영 김상호 김상환 김상황 김상효 김상훈 김선례 김선희 김성곤 김성국 김성미 김성애 김성철 김성태
김성희 김세현 김소삼 김소순 김소영 김소용 김소희 김송옥 김수연 김수용 김수정 김수태 김숙자 김숙희 김순덕 김순복 김순영 김순희 김승철 김신영 김신헤 김실 김에스더 김여환 김연분 김연옥 김연희 김영경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자 김영주 김영준 김영지 김영희 김옥경 김옥란 김옥선 김옥순 김옥혜 김옥훈 김옥희 김용 김용섭 김용옥 김용호 김우준 김원기 김원순 김원전 김유아 김유진 김윤수 김윤희 김은례 김은숙 김은순
김은애 김은주 김은호 김은희 김을도 김을란 김의숙 김이배 김인걸 김인수 김인숙 김인옥 김인환 김일곤 김재병 김재철 김재호 김재환 김정경 김정구 김정란 김정선 김정손 김정숙 김정순 김정원 김정자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종권 김종덕 김종숙 김종원 김종은 김종임 김종칠 김종학 김종호 김종화 김종훈 김주리 김주철 김중관 김중석 김지영(A) 김지영(B) 김진 김진갑 김진경 김진국 김진권 김진묵 김진수 김진환 김진희 김진희
김차옥 김창선 김창섭 김채영 김천여고 김철수 김춘자 김충갑(농림수산부국장) 김칠녀 김칠성 김태영 김태준 김태헌 김태현 김태희 김학진 김행자 김향미 김현근 김현도 김현철 김형기 김형철 김혜경 김혜란 김혜자
김혜진 김호숙 김호정 김홍순 김홍자 김화복 김화봉 김화자 김효권 김희성 나기옥 나연신 나오미 나옥자 나옥주 나임수 남경숙 남방원 남복희 남상욱 남서옥 남서울 남성주 남숙현 남순묘 남승현 남신현 남외현 남은숙
남창훈 남춘강 남현 노경순 노광택 노대중 노선우 노연균 노영숙 대구지회 도원섭 도정인 동국대(팜바득) 두성진 두주영 두준복 두형탁 류경화 류국희 류명희 류완열 류인택 류지수 류청희 류판열 마마리아 무명2 문경자
문경자 문계숙 문대기 문명숙 문미진 문성화 문씨집안모임 문영기 문영주 문용수 문인호 문정인 문정임 문제숙 문종업 문진기 문필기 문희영 민병열 민오임 민옥자 민절자 민정옥 민지신 박거헌 박경구 박경란 박경숙
박경자 박계화 박광용 박구덕 박근주 박기철 박난기 박남숙 박대수 박동로 박동삼 박동숙 박동욱 박동표 박명숙 박무일 박미선 박미숙 박미자 박미혜 박민희 박병후 박삼호 박상심 박상화 박선애 박선호(로빈) 박선희
박성우 박성원 박수남 박수한 박수현 박숙자 박순애 박순옥 박승동 박승룡 박애영 박여선 박연하 박영숙 박영순 박영아 박영옥 박영자 박옥주 박우진 박우환 박월선 박윤숙 박은희 박을숙 박인숙 박인숙 박인환 박장환
박재삼 박재수 박재숙 박재현 박재호 박정규 박정리 박정림 박정민 박정운 박정진 박정화 박종민 박종석 박종우 박종원 박종찬 박종희 박준형 박찬예 박찬운 박해준 박현우 박현주 박형준 박혜영 박혜윤 박혜윤 박화자
반건실 방미현 방소애 방영수 방용문 배계당 배성직 배성희 배숙자 배익진 배재영 백경선 백경선 백경주 백난기 백명아 백병령 백세웅 백수정 백승숙 백승호 백신자 백영수 백운열 백운영 백정화 백종규 백지현 백진주
백호동 백훈 변보아 변수희 변숙희 부은조 회 서강대 (응왯 응웬옥항) 서기옥 서기율 서명석 서미란 서미자 서상철 서성환 서성환 서영호 서옥순 서옥임 서울남지방 서울다문화교회 서울서지련회 팜응옥흥 서원택 서이자
서인자 서재순 서재영 서정애 서정예 서정우 서종하 서주영 서차수 서효숙 서효진 석승식 석재은 석종선 석진복 성권희(박찬신) 성백준 성수경외4명 성우광 성은경 성정민 성하남 소만호 소빈 소재흥 손금옥 손명순 손미경
손미경 손민자 손신자 손영란 손영익 손영자 손원일 손윤희 손인용 손임덕 손정자 손정자 손충호 손택자 손택자 송기자 송기정 송명희 송미경 송민호 송성익 송수화 송수화 송영숙 송영익 송용순 송우리교회(윤정호목사)
부쑤언토 송인숙 송재득 송재득 송정업 송지은 송천호 송춘옥 송혜경 숙명여대(흐엉 비엣화 짱 응아) 원황흥 신귀녀 신귀례 신금지 신난희 신대현 신동진 신동형 신미경 신미옥 신미자 신순행 신연주 신영현 신옥균 신용구
신원태 신을희 신정옥 신종욱 신진옥 신창국 신촌권사회(임영자) 신태순 신홍범 심경만 신귀례 심대종 심순영 안동진 안명숙 안봉수 안성준 안송자 안순이 안영희 안정미 안정숙 안주형 안주호 안찬영 안태일 안태현 양공
욱 양근배 양명옥 양봉임 양성현 양승례 양영옥 양영희 양재열 양재열 양정금 양정심 양준홍 양청금 양희숙 엄태진 엄혜정 엄혜정 여경동 여기자 여여항 여연자 여옥기 여은숙 여은호 여인희 여주기
연세대 유학생팀(부이티닝 응웬티응아 레프엉리엔 응위엔투장 부억튀 잔티튀 호비엣레디엠 부테안) 연영흠 염미숙 염춘규 오복순 오사정 오선영 오성균 오성환 오세숙 오숙희 오순옥 오용길 오용길 오주환 오지환 오차영
오창석 오천석 오혜선 오효철 옥경원 옥경화 온천교회 우수영 우정민 우행자 우현태 원순녀 유경배 유경숙 유경숙 유경숙 유경식 유경애 유궁례 유금순 유기순 유문철(광개토여행사) 유방자 유복달 유복순 유비 유사주
유삼순 유상선 유성온천 유수 유수진 유승빈 유양자 유여영 유영환 유인영 유일례 유재열유지현 유지호 유질준 유창윤 유필열 유혜경 유희정 윤경선 윤경숙 윤광옥 윤금선 윤선영 윤세근 윤수자 윤순례 윤신재 윤여영
윤영기 윤영철 윤영훈 윤용기 윤용태 윤은정 윤정숙 윤정혜 윤주원 윤치과 윤치은 윤탄실 윤태호 윤한철 윤혜숙 윤혜순 윤혜종 윤호중 윤희덕 이강선 이강일 이강자 이강주 이강희 이경님 이경란 이경란 이경섭 이경숙
이경화 이계순 이공주 이광금 이광금 이국헌 이금랑 이금선 이금순 이기안 이남옥 이대(히엔 히엔수연) 이덕환 이도운 이동우 이두우 이두철 이래리 이명길 이명석 이명숙 이명위 이묘연 이미경 이미재 이민수 이민용
이병림 이병수 이병주 이병훈 이복순 이복향 이복환 이복희 이봉순 이봉연 이봉연 이부성 이상각 이상도 이상미 이상범 이상운 이상천 이선순 이선옥 이선호 이선희 이성우 이성찬 이성혜 이성혜 이성희 이성희 이성희
이세건 이수경 이숙 이숙렬 이숙자 이순덕 이순례 이순애 이순용 이순희 이승자 이승훈 이신덕 이양순 이연순 이영란 이영순(A) 이영순(B) 이영식 이영실 이영애 이영옥 이영육 이영은 이영주 이영중 이영해 이영희 이오철
이옥경 이옥녀 이옥순 이옥자 이옥현 이옥희 이용국 이용란 이용선 이용숙 이용애 이용재 이용호 이유상 이윤기 이윤도 이은미 이은섭 이은열 이은자 이은희 이의섭 이의숙 이의순 이인수 이인호 이재덕 이재민 이재신
이재열 이전순 이정란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자 이정토 이정현 이정화 이정희 이종갑 이종삼 이종선 이종세 이종열 이종진 이종철 이종혁 이종호 이준기 이증자 이지현 이지훈 이진소 이진숙 이진자 이찬규 이창규
이철호 이청 이춘배 이치주 이태숙 이판용 이피윤 이필궁 이필남 이한림 이한선 이한순 이행구 이행록 이행순 이행옥 이행자 이현숙 이현원 이현표 이형민 이형열 이혜순 이호정 이홍자 이화자 이화정 이화헌 이환순
이환순 이효임 이효임 이훈재 이흥재 이희주 인식 인천대(판궉화이 늉) 임경자 임동호 임세호 임숙희 임연홍 임영자 임영희 임용구 임정숙 임종채 임종헌 임주영 임준호 임한옥 임헌숙 임헌홍 임혜경 임효도 장구봉 장동일
장병렬 장병숙 장선주 장선택 장수철 장순자 장순장 장신대(응웬프엉남) 장애순 장연희 장영자 장오룡 장옥진 장요룡 장욱상 장점순 장정선 장준세 장준재 장혜숙 장희옥 재활병원(신지철교수,신규호교수) 전갑순 전경실
전경훈 전동열 전명옥 전명옥 전민수 전민희 전복원서지련회 전상일 전상호 전서옥 전성훈 전송자 전순옥 전순옥 전승진 전영수 전인화 전인희 전일섭 전일성 전종포 전종현 전태진 전혜옥 정경순A 정경순B 정경애
정경옥 정경한 정귀옥 정규란 정글라라 정기용 정덕은 정동석 정말례 정명석 정명호 정명희 정무영 정문희 정미경 정미리 정미선 정미영 정미호 정병일 정복희 정상열 정상익 정선필 정성삼 정성욱 정성태 정성혜 정세영
정송자 정수용 정수원 정순례 정승국 정승자 정실은 정영근 정영라 정영미 정영성 정영안 정영자 정영해 정영화 정영희 정영희(부광교회) 정옥남 정외섭 정외운 정욱재 정운선 정원기 정윤자 정은순 정은순
정음독서실(김한선) 정의순 정인숙 정인숙 정재원 정재은 정점분 정정무 정정택 정정택 정정화 정정희 정정희 정정희 정종희 정주은 정춘녀 정춘선 정춘자 정태원 정팔문 정한석 정해성 정혜련 정호원 정화숙 정화숙
정화영 정희경 정희재 조경녀 조경옥 조경완 조경희 조권희 조금자 조금자 조금자 조기철 조기형 조기형 조길례 조길자 조길희 조남순 조남진 조말자 조문자 조민자 조봉환 조부건 조성숙 조성욱치과 조세숙 조숙화
조순희 조승연 조엘리사벳 조영숙 조영숙 조영화 조옥선 조옥섬 조옥성 조옥신 조옥희 조용균 조용석 조용자 조용자 조은호 조인혜 조인호 조장현 조재팔 조재홍 조쟁규 조정환 조중복 조지행 조진숙 조채화 조행신
조호분 조희정 주기옥 주병진 주정희 지갑선 지등대 지석순 지영자 지채숙 진념 진영희 진정숙 진정욱 진희자(평화종합건설) 차광륜 차명진 차영식 차옥미 차재학 차전목 차종옥 창메디칼(이용관) 채성현 천종기 최강자
최건호 최경민 최경숙 최경자 최광현 최남규 최동호 최명숙 최문강 최병권 최병오 최보영 최부자 최상협 최선희 최성숙 최성희 최수만 최수복 최수연 최수웅 최숙 최숙희 최순혜 최신자 최영미 최영배 최영애 최영은
최옥희 최완정 최용남 최용희 최원희 최윤경 최윤숙 최윤정 최은영 최은주 최은혜 최응길 최인희 최재욱 최재원 최재인 최정세 최정순 최정욱 최정화 최정훈 최정희 최준호 최진숙 최춘식 최현대 최현숙 최화수 최화숙
최훈규 추박호 추병란 추부자 추영신 탁충수 평화종합건설(김훈상) 이혜은 하루에 하선자 하숙란 하영기 하영자 하용한 하윤봉 하재락 하정민 하춘강 한건치 한경석 한국예술종합학교(밍하 하이삼) 한금복 한금복 한동석
한란 한미경 한상분 한상숙 한상숙 한상옥 한상회 한상훈 한숙자 한순복 한영희 한정옥 한종희 한창회 한필년 한필어 한필여 한필연 한혜원 한희자 함연자 함옥년 허규호 허만 허복순 허순자 허인숙 허정자 허증자 허진
허호 허홍열 현건일 현경이 현귀덕 현두생 현숙진 홍경희 홍도원 홍석정 홍선주 홍성수 홍성욱 홍순권 홍순옥 홍순이 홍순이 홍애식 홍애식 홍윤표 홍은영 홍정선 홍창호 홍창호 홍택조 황경원 황국임 황군자 황대봉
황명덕 황명문 황명숙 황명희 황미경 황병주 황산성 황송찬 황순덕 황순호 황오수 황옥경 황은선 황의범 황이강 황인영 황재원 황정모 황종열 황진선 황진섭 회정훈 VNKR회장 쩐시휘 응웬티떰띵

기업 및 단체
경의대치대기독의료봉사단 고려가전 고려포리머 고려합섬로저스코리아 고용봉레크레이션 교양물산 국민은행관악지점 국민은행소사지점 국민체육진흥공단 김강진외8명 김천교회동창회(강을회 김상영 김영자 김옥란
김은주 김의숙 김인숙 김인옥 김종숙 민오심 박난기 박영자 박정순 배성희 백경선 백운렬 서옥순 송명희 송재득 순택자 안봉수 윤관실 윤수자 이광금 이봉연 이정자 이형렬 임경자 임숙희 전순옥 정옥남 정점분 정정택
정정희 조금자 조세숙 조용자 최경자 최명숙 최정훈 최현숙 추병난 홍순이) 김천여고동창회 나경머리방 남서울교회 남지연권사회 내리야보컬 노틀담장애자교육원 다와이홀딩스 대성물산(이상헌)
대우T-project초미나 대학연합교회 대한유화여직원 디와이홀딩스 레이디가구(인천) 로제은평 롯데미용실 명성교회여전도회 미가엘중창단 민자당여직원회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자동차학원 부천YMCA 빛과소금 빛소리
사랑교회 삼주여행사 상도복지관 새문안교회 새소망소년의집 서교동교회대학부 서울남지련회 서울시아동복지시설 서울신학대학사회사업학과 서울신학대학후원회 선의관악복지관 선의노인전문병원 선의노인전문병원
교회 선의노인전문병원직원일동 선의복지관 선의어린이집 선의은행복지관 성권회일동 성심여대사회사업학과 소사2종친회 소사에항회 송호장호텔 신길1-7여전도회 신길6권사회 신길6남전도회 신길교회
신길교회2여전도회 신길교회5여전도회 신길교회권사회 신길교회권사회 신길교회여전도회 신길교회여전도회연합회 신길교회일요학교 신길여전도회(1-7) 신길연합여전도회 신길연합전도회 신길제4남전도회
신길제4여전도회 신덕교회여전도회 신덕교회연합여전도회 신림중앙감리교회 신목중학교 신실12여전도회 신일교회여전도회 신촌3여전도회(이강순) 신촌교회제20여전도회 신촌성결교회 신촌제2여전도회
신촌제3여전회 신촌제4여전도회 신현교회여전도회 아름다운가게, 아산사회복지재단 에꼴샤르망뜨 에어로빅어머니회 엘칸토중창단 여교육자전국연합회 여전도회연합성가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연대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부 연세의료원 (주)영보수경 (주)영부수경 예능교회루디아 예수세계선교회 월계회 유진크레베스 은천제일교회마리아회 의료봉사회 이성우외232명(한국카프로락탐) 이태석외9명 이화여대ALPS
예의사랑 이화정보과학대학원 일사회 일치회 장신대학원 제일모직 제일시티리스(주)여직원회 제일시티리스여직원회 조흥은행부천지점 중앙일보사 참메디칼 천국의소리 청소년지도육성회 코람데오 태평양재단
트래블그래픽스 페트라장로교회 푸른꿈 푸른여백써클 프랜드팜 하나미용실(신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족치료연구소 한국기독교선교원 한국도자기 한국방송심위원회 한국의학도클럽 한국전기초자주식회사
한국카프로락탐(주) 한국통신망사업본부 한미약품, 한신1차 한신1차20동 한신1차아파트20동 한양골프부녀회 허리우드힐타운 호돌이모임 화요기도모임선의노인전문병원 황성귀(두천장로교회) 황실드레스 횃불선교회
ALPS 4기 훼미리7다락방 SBA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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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VISION 아동후원사업
"2007년 태동한 CORN-VISION은
추위와 굶주림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비 지원,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돕는 의료비 지원,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교육비 지원을 중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진들과 화요기도회원 17명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라오스에 아웃리치를 갔다. 호치민
첫 방문지로 선의재단 해외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심장병 무료수술을 받고 돌아간 탕이라는 어린이의 집을 찾게 되었는데
상상을 초월한 가난한 탕 가정의 환경을 보고는 모두 할 말을 잊고 말았다. 수술만 받고 돌아가면 건강하게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수술을 하고 돌려 보낸 후 뭔가 가슴 뿌듯해 했던 마음이 몹시 부끄러워 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 아이들의 후속 양육과 교육의 지원이 없이는 수술해 준 것 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고민하게 되
었고, 호치민 뒷 골목 리어카에서 파는 옥수수를 사서 먹으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가난속에 병들어 가는 탕과 같
은 무수한 어린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뜻을 모아 태동된 것이 콘비전이다. Corn Vision의 Corn은 후원자 한 분 한 분을
의미하며 누구나 어디서든지 마음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이 쉬운 사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60년대 보릿고개를 넘
길 때 외국의 원조로 허기를 메웠던 대한민국이 이제 기적의 축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까지 콘비전은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난방비 지원, 심장병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통로로 섬기고 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 우리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사랑과 후원은 그들을 또 다른 선의의 사람으로 자
라게 하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어린이들을 향한 Corn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사랑을 간절히 기도한다.
임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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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VISION 후원아동의 편지
한국선의복지재단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후원을 받고 있는 이정혜입니다.
저의 가족은 할머니와 동생 두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후원
금은 할머니 약값과 저희 생활 여러 부분 필요한데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왜 우리가 이걸
받지?'하고 잘 몰랐었는데 어느덧 중학교 1학년이 되니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혜는 할머니를 잘 모시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공부 열심히 하며 선생님이 되고픈 꿈을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후원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앞으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후원자님들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후원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2011. 11. 3(목)
항상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이정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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