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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남장로회	소속	유진벨(배유지)	선교사가

	 아내	로티	위더즈푼	벨과	함께	한국에	파송됨
●	 	두	자녀	헨리와	샬롯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아내	로티는	33세의	나이에	별세

1865

●	 	윌리엄	린튼(인돈)	목사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	샬롯	벨과	결혼
●	 	1960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

1912

사진으로 보는 유진벨 역사

●	 	일반	결핵환자	치료와	동시에	6군데의

	 	소학교를	돌며	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B형	간염백신	접종
●	 	소학교를	중심으로	다니며	검진할	수	있는

	 3대의	백신차	지원

2002

●	 	현지	병원을	통해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	 	현지	병원에	진단	장비를	지원하는	유진벨

	 사업을	모델로	한	USAID	후원	사업이	생겨남		

	 유진벨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군데의

	 도급	병원에	대량	발전기	및	수술	장비	지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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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린튼	박사,	북한	식량위기	지원	위해

	 미국	유진벨	재단	설립
●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약	7,000톤의

	 현미와	옥수수	지원(한	기차에	실었다면

	 120칸의	길이)

1995

●	 	휴	린튼(인휴)	선교사	윌리엄	린튼(인돈)	목사

	 부부의	셋째	아들로	군산에서	출생
●	 	1953년,	아내	베티	플라워	린튼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1984년	별세하기까지

	 선교사로	활동
●	 	그의	둘째	아들인	스티브	린튼(인세반)	박사가

	 이후	유진벨	재단	설립

1926

●	 	현지	의료진들의	요청에	응해	일반

	 결핵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

	 	프로그램으로	사업	방향	전환.	다제내성결핵	

치료는	환자	1인당	일반	결핵	치료	비용의

	 100배가	넘는	약	504만	원	소요

2007

●	 	현장에서	2시간	이내에	다제내성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진엑스퍼트	장비	첫	도입

	 급속도로	사업이	성장하여	센터	수	8개,

	 환자	수	600명으로	증가
●	 유진벨	사업에	대한	북한	의료진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치료	성과	역시

	 급속도로	향상

2012

●	 등록	환자수가	1,500명에	달하여	현재

	 12개	치료센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주택기술이	반영된

	 단열이	뛰어나고	견고하며,	한	병동에	2개의

	 병실과	주방을	갖춘	조립식	패널	병동	사업에

	 착수하였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7채의	병동이

	 지어짐

2015

●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결핵	사업	지원	요청	받음
●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약	25만	명의

	 환자들에게	결핵	약과	진단	장비	지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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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벨 재단 
소개

2015년은 유진벨 재단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소중한 후원자님들께 이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후원자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유진벨 

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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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벨	재단은	지난	1995년에	인세반	박사가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요청을	받으면서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의	식량위기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처음	세워졌으며	설립자	인

세반	박사는	3대째	선교사	집안의	아들이었습

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	설립됐던	유

진벨	재단은	몇	년	후에	워싱턴DC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재미한인교포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고마우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인세반	박

사는	북한이	식량위기의	절정에	처해있을	때,	

현미를	실은	컨테이너	60개를	북한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후에는	중국에서	옥수수를	구

입한	후	바로	열차를	통해	북한으로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	간	후원자님들께서	보

내주신	후원금으로	7,000톤이	넘는	옥수수와	

현미를	구입하여	보냈습니다.	이	양을	한	기차

에	실었다면	120칸의	길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북한	정부는	이렇게	작은	단체에서	이와	

같은	많은	물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1997년에	

국제사회로부터	대량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

자,	최창식	북한	보건성	부상은	인세반	박사에

게	식량	대신	결핵	약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양결핍으로	결핵환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대	말에는	결핵이	

북한	주민건강의	최대	보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세반	박사는	한국에서	지

내면서	2번이나	결핵에	걸렸던	경험이	있었기

에,	이	요청에	대해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유진벨은	후원자님들	덕분에	다시	한	번	기적

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4개의	결핵	약	모두를,	그것도	합리적

인	가격에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	결과	고품질의	도쯔(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Course)	키트를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한국	정부에

서	유진벨이	대량의	결핵	약을	구입하여	제작

한	결핵	약	키트를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승

인해주었습니다.	2000년도에	인세반	박사는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활동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친동생인	인요한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한

국에도	동일한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유진벨	재단과	한국	유진벨	재단은	

같은	유진벨이라는	이름	아래	긴밀한	협력관계

를	이루어	왔습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유진벨은	결핵	약	키

트,	진단	장비,	기타	환자	지원	등을	포함한	대

규모의	일반	결핵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왔

습니다.	약	40개의	북한	의료기관이	정기적인	

지원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유진벨은	25개의	

이동식	엑스레이	트럭을	포함하여	총	70개가	

넘는	병원,	치료소,	요양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	덕분에	유진벨	재단은	10년이	넘

는	기간	동안	250,000명이	넘는	결핵	환자들

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북한	의료진들은	또	다시	새로운	요

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대로,	인

세반	박사는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진단하

고	치료하는	일에	유진벨	사업을	집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 4

21

1   	후원자	메리놀회	함제도	신부

2  응급진단새설비	패키지	지원이	들어간

	 남포시의	항구구역인민병원	

3 6개월치	다제내성결핵	약을	전달받은	환자들

4 예전에	결핵	환자였던	인세반	회장에게	듣는	결핵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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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명	:	
다제내성결핵

결핵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을 두 개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치료프로그램은 일반 결핵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수의 환자들을 위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바로 일반 결핵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다제내성결핵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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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	치료의	환자	수는	일반	결핵환자	수보다	적

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런	환자들은	

슈퍼	결핵	박테리아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일

반	결핵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	당

국에서는	이런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치료하

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다

제내성결핵	약은	일반	결핵	약	보다	100배	이

상	비용이	많이	들고,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

며,	치료에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

니다.	일반	결핵의	완치율이	95%에	달하는	것

에	비해	다제내성결핵의	세계	완치율은	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제내성결핵

을	그냥	방치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제때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감염자	수는	갈수록	증가

하여	결핵퇴치가	더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2007년까지	북한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프로

그램이	없었습니다.	이는	곧	일반	결핵	약으로	

치료가	안	된	환자들은	가족들에게까지	이	무

서운	결핵을	전염시키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인세

반	박사에게	요청했던	것은	북한	보건관리인들

이	아니라	결핵	치료센터에서	온	몸으로	헌신

하고	있는	현지	의료진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모든	약을	정해진	방법대로	복용하

게	하기	위해	의료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일반	결핵	약으로는	치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의료진들은	전염

되기	쉬운	이	위험한	병을	투철한	사명감을	가

지고	정성껏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료진들이	일반	결핵	약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해	다른	치료약을	보내달라

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요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인세반	

박사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다제내성결핵	치

료프로그램의	높은	비용문제였습니다.	보건

성에서	의료진과	숙식을	제공해준다	해도	다

제내성결핵	약의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	1명

당	504만	원의	치료비용이	드는	상황이었습니

다.	비록	이	금액은	다른	국가에서	다제내성결

핵을	치료할	때	드는	비용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금액이긴	했지만,	후원자님들께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요청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

습니다.	때문에	당시엔	사업	방향을	다제내성

결핵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진벨	사업을	파산

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걱정은	정말	기

우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	후원자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저희의	모든	예상을	뛰어	넘었

습니다.	유진벨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은	

우리의	‘후원자님들께서	이루어낸	세	번째	기

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7년	간,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이	치료프로그램을	향한	후원이	매년	증가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유진벨이	집중	관리

하는	환자들의	완치율은	현재	70%를	넘어서

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약	

4,000명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모두	치료

할	수는	없지만,	2015년에만	약	1,000명의	새

로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등록시킬	수	있

었고	현재	약	1,500명의	환자들이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이	유진벨	치료프로그램을	결핵	

중에서도	특히나	힘든	다제내성결핵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녘	환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약	3,000명의	환자들이	유진벨	재단을	통해	

치료를	받았고,	완치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18개월에	걸친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완료한	환자들의	

졸업식

2 	유진벨이	지원한	장비로	엑스레이	진단을	하고	있는	

북녘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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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벨의
다제내성결핵센터
지원장소 및 대표단 방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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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4월	23일		|		가을	10월	22일

양덕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4월	25일		|		가을	10월	17일

성산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4월	27일		|		가을	10월	19일

동대원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4월	28일		|		가을	10월	20일

1

2

3

4

보통강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4월	29일		|		가을	10월	21일

강서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4월	30일		|		가을	10월	23일

사동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5월	2일		|		가을	10월	24일

룡성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5월	4일		|		가을	10월	26일

5

6

7

8

황해북도
다제내성결핵전문병원
봄	5월	5일		|		가을	10월	27일

개성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5월	6일		|		가을	10월	28일

황해남도
다제내성결핵전문병원
봄	5월	8일		|		가을	10월	30일

력포 다제내성결핵센터
봄	5월	9일		|		가을	10월	31일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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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

강경표		강귀배		강달영		강도영		강병재		강복길		강성원		강성진		강성희		강수경		강순남		강승대		강승현		강승훈		강영섭		강원길		강은실		강정아		강주화		강창랑	

강철수		강현은		강혜근		고광웅		고명숙		고병헌		고승진		고승훈		고영민		고은빛		고이녀		고재섭		고주형		고택호		고혜만		곽명손		곽세영		곽숙재		곽태선		곽희호		

구영선		구영애		구용우		구유림		구창완		구필회		국영옥		권민송		권순철		권오재		권용준		권윤옥		권은영		권정옥		권주원		권태우		권희덕		금상호		기모란		길희성		

김가영		김경숙		김경숙		김경식		김경영		김경원		김경자		김경진		김경호		김경화		김경희		김관욱		김광배		김근배		김금자		김기도		김기범		김기섭		김기흥		김기희		김나영		

김남식		김남재		김남주		김남호		김다애		김대석		김덕천		김도경		김도연		김도영		김도완		김도윤		김도현		김도훈		김동산		김동수		김동수		김라견		김명동		김명성		김명자		

김명자		김명한		김명호		김모란희		김문자		김미		김미순		김미애		김미자		김미자		김미향		김미희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준		김민채		김별아		김병일		김보라		김복희		

김봉철		김봉철		김봉현		김부연		김삼열		김상범		김상집		김상철		김상현		김상현		김서현		김석모		김석향		김선규		김선미		김선택		김성규		김성덕		김성문		김성섭		김성용		

김성우		김성웅		김성웅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영/박영미		김세완		김세훈		김소년		김소연		김소영		김소향		김수연		김수정		김수현		김숙경		김숙희		김순덕		김슬아		

김승신		김승욱		김시내		김신애		김애영		김연주		김영구		김영모		김영모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성		김영식		김영식		김영애		김영옥		김영인		김영재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택		김예린		김예은		김옥선		김옥주		김용국		김용덕		김용식		김용욱		김용욱		김용일		김우영		김욱		김원경		김원기		김원석		김윤		김윤구		김윤정		김윤희		김은기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혁		김은혜		김응동		김이경		김인숙		김인한		김재송		김재연		김재엽		김재웅		김재한		김재호		김재환		김재희		김정수		김정수		김정신		

김정연		김정영		김정태		김정환		김정희		김종국		김종섭		김종진		김종철		김종학		김종혁		김주덕		김주영		김주완		김주용		김주은		김주향		김주호		김준성		김준일		김중환		

김중환		김지애		김지연		김지영		김지운		김지은		김지이		김지태		김지홍		김진숙		김진영		김진영		김진오		김진욱		김진욱		김진태		김진하		김진항		김진항		김질연		김창모		

김창숙		김철영		김철한		김충규		김크리스티정연		김태근		김태성		김태완		김태완		김태원		김태중		김태호		김태효		김학용		김한규		김한민		김한배		김한성		김한수		김해연		

김행숙		김행자		김혁		김현미		김현숙		김현주		김현진		김현희		김형도		김형종		김형주		김혜경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리		김혜민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호상		김호성		

김호철		김후정		김흥국		김희수		김희원		김희정		나금희		나내혁		나성희		나승균		나영신		나정웅		남경순		남경완		남봉우		남연우		남정진		노기향		노명순		노미진		노신영		

노효종		노희산		도용주		동진기획(윤혜정)		류성복		류성열		류재훈		마수덕		맹선배		맹정래		메리디안매니지먼트(김희준)		모란주		무명		문경숙		문미라		문민경		문성진		문성호		

문숙		문승영		문애란		문영도		문은희		문자연		문정옥		문지영		민경휘		민성길		민성준		민성호		박경근		박경란		박경미		박광준		박규리		박기석		박기신		박기태		박데이비드상민		

박도자		박동길		박동옥		박명우		박미경		박미선		박민정		박병근		박병윤		박병전		박봉상		박상천		박상희		박서하		박선경		박선희		박성광		박성규		박성철		박성택		박성현		

박성호		박성희		박세아		박세홍		박세훈		박수경		박수애		박수진		박숙영		박승제		박열우		박요한		박용범		박용상		박용성		박용학		박용호		박우람		박윤정		박윤주		박은민		

박은선		박은호		박은호		박이락		박재남		박재석		박재흥		박정란		박정민		박정민		박정우		박정주		박종서		박종원		박종진		박종희		박주환		박준		박준영		박준호		박중일		박지애		

유진벨과 함께하는 사람들

유진벨 재단 후원자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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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박지화		박진수		박진우		박찬미		박천규		박춘근		박춘식		박태서		박테레사		박한나		박향훈		박현남		박현덕		박현숙		박현순		박현준		박현태		박현호		박현희		박형미		

박형철		박혜리가족		박혜숙		박혜숙		박효일		박흥식		박희동		방옥분		방원석		방조자		방태환		배서영		배영훈		배일호		배재실		배정열		배종호		배현성		백경성		백봉자		백승희		

백운기		백을순		백충신		변진학		변혜주		봉수현		봉정표		빈진영		새순교회		조형민		서경미		서동영		서미순		서재문		서재현		서증갑		서지영		서창수		서현석		석순임		선현구		

성가은		성광현		성기준		성성호		성옥자		성장현		성찬영		손명환		손은희		손종효		손지은		손태혁		손혜련		송가영		송규영		송기영		송명기		송민선		송상락		송상호		송선자		

송영근		송영아		송영우		송용자		송유경		송진용		송형석		송호은		신건호		신경용		신도현		신동익		신미경		신민범		신상은		신선영		신승철		신유정		신윤희		신은식		신재엽		

신정아		신지연		신지은		신진아		신찬식		신한글		신현석		신현숙		신현우		신희식		심명숙		심양희		심정택		심창용		안광병		안병주		안병철		안상달		안성희		안수나		안순임		

안순홍		안신영		안예송		안은숙		안장균		안창영		안충석		안태호		안현미		안혜윤		양덕규		양민우		양병규		양선숙		양은예		양재춘		양해민		양해생		양해운		어관		엄순재		

여명숙		여명훈		여석준		연숙진		염혜정		오광국		오성철		오의진		오하음		오정현		오중교		오혜령		오혜숙		옥영무		왕영호		우내단		우명애		우성제		우승민		우완제		우준경		

우형섭		원영숙		원유정		위도복		유근선		유마들렌		유미배		유보현		유서윤		유서하		유선미		유세희		유수일		유숙경		유신애		유은경		유은비		유인선		유정선		유정실		유종남		

유종필		유중하		유태성		유혜경		유호영		유희숙		윤갑석		윤경희		윤명수		윤미영		윤병진		윤석규		윤성훈		윤소연		윤연주		윤영식		윤정섭		윤정온		윤정화		윤준영		윤준영		

윤지은		윤지한		윤지혜		윤찬주		윤태순		윤형규		윤혜진		윤화숙		윤효원		윤희영		이강봉		이강영		이강우		이건자		이경관		이경아		이경자		이경직		이고운		이광기		이광미		

이광희		이권치		이규성		이근우		이기수		이기열		이기영		이기원		이기태		이난식		이남주		이남희		이덕엽		이동명		이명경		이명철		이명호		이문균		이미경		이미정		이민규		

이민선		이민혜		이범익		이범태		이병덕		이병래		이병일		이병호		이복자		이상윤		이상혁		이상현		이선희		이성숙		이성실		이성원		이성주		이성진		이성현		이세정		이소민		

이수룡		이수미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순섭		이순영		이순용		이순혁		이승엽		이승욱		이승원		이승윤		이승종		이승진		이시훈		이애란		이억남		이영두		이영복		이영수		

이영숙		이영진		이영창		이영철		이영하		이예강		이우엽		이우형		이욱진		이운학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수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정		이은하		이은하		이이철		

이인자		이일순		이일춘		이장규		이장우		이재권		이재봉		이재숙		이재엽		이재완		이점이		이정민		이정배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식		이정심		이정영		이정옥		이정원		

이정일		이정태		이정희		이종민		이종찬		이종호		이주희		이준성		이준우		이준철		이준희		이중규		이중희		이지용		이지원		이지은		이진행		이진혜		이찬희		이창권		이창민		

이창우		이창우		이창호		이춘애		이태만		이택종		이하종		이학균		이한		이한샘		이해돈		이해숙		이해옥		이향림		이현교		이현영		이현우		이현지		이혜영		이혜지		이혜진		이홍규		

이화인		이화평		이효영		이희선		이희옥		이희종		이희찬		인세반		인태환		임경미		임경숙		임규현		임기성		임남주		임대원		임덕수		임도원		임문우		임미라		임병기		임병욱		

임상완		임석희		임선경		임성은		임수주		임순화		임승묵		임영식		임응수		임재호		임정님		임종규		임종성		임지은		임창도		임춘기		임춘희		임치원		임혜송		임화민		임희정		

장경희		장금미		장남길		장돈수		장동수		장동숙		장명숙		장문정		장미나		장서진		장석주		장석채		장성순		장연수		장영순		장영인		장윤진		장은별		장음천		장인숙		장찬휘		

유진벨 재단 후원자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한국 이사진

인세반 회장 | 임호 상임고문 | 심정택 상임이사 | 함제도 이사 

홍순균 이사 | 안영주 이사 | 김정남 이사 | 김홍석 이사 | 안평모 이사

이세복 감사 | 박노석 감사

미국 이사진

Dr. Linton, Stephen W. | Mr. Lim, James H. | Mr. Bachrach, Ed

Mr. Hong, Se Heum | Dr. Hopper, David Hershey

Mr. Kim, Taewon Jonathan | Mr. Kim, Hong Sup

Dr. Lee, Benjamin S. | Mr. Park,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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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호		장혜경		전경태		전명옥		전민혁		전성훈		전승윤		전영란		전예준		전용환		전지영		전진숙		전향숙		정경미		정경자		정관영		정길자		정남용		정동환		정명현		정미숙		

정미옥		정상훈		정석영		정성락		정순월		정순희		정승규		정애숙		정양원		정영주		정영희		정유진		정의철		정인숙		정인애		정재훈		정점순		정정숙		정정열		정종선		정중섭		

정지원		정지은		정진욱		정철도		정택환		정한영		정해전		정현미		정현오		정현옥		정혜식		정혜영		정희		정희영		정희정		정희종		정희주		제갈양진		조건영		조경애		조나단		

조동걸		조명진		조미숙		조병옥		조상래		조상은		조선의		조성관		조성실		조성춘		조소현		조수경		조숙희		조순경		조순화		조애순		조연주		조영미		조영세		조은미		조은이		

조주형		조준목		조준연		조태일		조한용		조해봉		조현보		조현우		조혜도		조혜영		조호윤		조호정		조희구		주성용		주윤경		주해영		지분술		지승화		진상렬		진상만		진영지		

진용성		차득선		차상희		차용태		차창훈		차태준		차희정		채미희		채민욱		채승경		채인규		채주병		채지혜		채한나		천순희		최강주		최경섭		최경준		최경화		최경화		최귀석		

최규연		최규홍		최기훈		최덕환		최민선		최봉수		최석기		최선정		최성기		최성용		최성우		최성혜		최솔비		최수전		최수진		최숙자		최시성		최연관		최영		최영란		최영렬		최영혜		

최예림		최용근		최원준		최윤봉		최윤식		최윤영		최은미		최은숙		최은숙		최은자		최인권		최자백		최재칠		최재훈		최정현		최정호		최종윤		최준기		최지한		최지형		최창무		

안드레아		최혜영		최혜진		최혜진		최희림		평수영		풍미빌딩		피영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하나래		하선희		하숙자		하전수		한경숙		한대용		한동욱		한만훈		한명주		한상균		

한상렬		한선희		한세희		한순이		한정		한정은		한정희		한태식		한현옥		한현정		한호성		함순섭		허성민		허수정		허윤경		현복자		현선양		홍금실		홍금주		홍명우		홍선희		홍세출		

홍순철		홍영표		홍일선		홍재경		홍주아		홍주은		홍진우		홍채문		홍화숙		홍효탁		황서영		황선영		황성수		황성우		황수경		황용택		황의열		황인경		황재남

Han	Family		Ha,	Hyunbin		Kim,	Doris		Kim,	John		O	Din		Quinteiro	Nobre	António		Timblick,	Alan		Woo,	Rachel

한국
단체

(주)영종산업		(주)코셀케어		(주)포리스		(주)한국임업신문	DFC국제학교		YIM젊은제자들		가음정교회		가톨릭여성연합회		가포교회		강남세브란스치과의원		

강릉이레교회		건창기술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청		경남가족상담연구소		고척교회	샬롬부	 	광산교회		광성교회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광주남광교회		

광주말씀교회		광주새순교회		광주서현교회		광주양림교회		광주일곡교회		광주제일교회		광주중흥교회		광천교회		광휘교회		구리목양교회		군산대흥교회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기쁨나눔재단	 	길가는교회	 	길가에교회	 	김수자	 	꿈이열리는교회	 	나우리교회	 	남북누리나눔	 	남순천교회	 	남원산성교회	 	네이버	해피빈		

넷채널아카데미		눈비산마을		다대중앙교회		단동북한을향한중보모임		대전마중물교회		대전한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홍교회		더빛교회		덕계중앙교회(정웅목사님)		

동래중앙교회		동아에스텍		뜨인돌교회		라이브교회		레하바		렛잇플로우		로아시		르노삼성송파잠실사업소		마산재건교회		말씀전원교회		메리놀외방선교회		명성제일교회		

목포낙원교회		목포복된교회		목포생명의빛교회		미래회		밀양성결교회	1남전도회		박기범투자클리닉		법무사정수연/이명희사무소		보라비전교회(구경모)		부림교회		부림소재		

부산남천교회		부산북교회		부산아름다운교회(김상건)		부산초읍교회		부석교회		부석교회	제2남선교회		부전교회	유아부		부전교회	유치부		브니엘교회		브니엘목장		브라보컴		

브랜든체이스		빛의열매교회		사단법인	존경배려나눔회		사회복지법인	드림		산위의마을카페		삼천동부교회		상구정공		새로남교회		새마을지도자		이북5도협의회		새생명교회		

새소망교회		새일교회		생명이풍성한교회		생석교회		서머나교회		서문송파1다락방		서부교회		서부제일교회		서부제일교회	제4남선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외국인학교		서울외국인학교	수송부	직원일동		서울제일교회		서울중앙교회	에스더회		서현교회		서화중앙교회		석천교회		선진축산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성덕교회	

베드로남선교회		소망기도팀		소망의교회		소키씨앤티		수안초등학교5학년		수원성결교회		수원창대교회		수피아여자고등학교	1학년		순복음생수의강교회		순천매산여고(김건기)		

순천매산중학교	2학년		순천은성교회		순천하늘씨앗교회		신내성화교회		신일교회		실로암교회		씨앤에이논술		아모스컨설팅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시안교회		안나의집		

안성삼일교회		안양교회		안양일심교회		압구정교회		양장교회		어린이사도직운동		언약교회		에스와이글로벌		열린교회		열방교회		오션테크		오치애양교회		온빛교회		

온천교회		용동교회		우리집교회		우목교회		운정은혜교회		울산동부교회		울산한빛교회		월드와이드교회		유경재단		유한재단		은계동성당		은총교회		은파선교회		

은평제일교회		은혜샘교회		은혜직물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이랜드복지재단		이북5도	새마을부녀회		이영석치과의원		일백복지재단		일산은혜교회		잠실중앙교회		

장승포교회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전주명성교회		전주예심교회		전주중부교회		정영훈(한중망)		정읍영락교회		정읍중앙교회		제자들교회(월드디사이플)		주사랑선교회		

주식회사	광일유화		주식회사	마릴린	와인365	교대		주식회사	에반		주식회사	지엔지피		주식회사	케이비에프		주식회사	태성인더스트리		주정형외과의원		주한프랑스천주교회		

중앙교회		진시흥		진주삼일교회		참프라텍		천국시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주예성교회		친구들교회		케이스테이션		주식회사	큐맨훠		큰나무교회		큰빛교회		태현메디칼		

파리외방전교회		평강감리교회		평도한인교회		평택소망교회		포도원교회		포디랜드		푸른동산교회(송용수)		푸른하늘땅		풀무학교일요집회		프뢰벨교육원		피브이테크		

하나교회		하나로교회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회		한반도발전연구원		

한빛교회		함께걷는교회		함께만들어가는교회		해운대고등학교	명의		향상교회		현대통상	권봉도		화승엔지니어링		화인웹테크		휴먼비엠씨

미국
개인

Ahn,	Soonhong		Ahn,	Ye	Sook		Ahn,	Young	H.		Ayres,	Matthew		Bachrach,	Edgar		Bae,	John		Baker,	Edward	&	Diane		Bang,	Hoi	Jine	&	Byung	

So		Bartek,	Todd		Benson,	Ryo	E.		Bin,	Joo	W		Bowker,	M.	Rosalie		Brison,	Anne		Bronisz,	Fredrick	J	&	Soo	O		Brothers,	Beverly	J.	 	Chang,	

Youngsik	Kim	&	Minah		Cho,	Hyun	T	 	Cho,	Kyung	Mi	 	Cho,	Maria	 	Cho,	Ohmoon		Cho,	Yongjoon	Kevin	 	Choe,	Moogil	and	Sooja	 	Choi,	

Sooyoung		Chun,	Man	Do		Chun,	Paul	 	Chung,	Grace		Chung,	Haeyoun		Chung,	Hyosoon		Chung,	Kuk	Soo	&	Heeja	 	Cohen,	Leonie	 	Deven,	Willia		

Dolinger,	David	L.		Elder,	Steven	P	&	Soon	K		Evans,	Thomas		Franklin,	Riley	Bernard	&	Rose	I		Gallagher,	Yang	Hui	&	Arlett	J		Gasson,	Galen	F		Grady,	

Kevin	&	Nanshil	 	Gransback,	Donald	H		Gransback,	Stephen		Ha,	Sinchong	&	Mijin		Hall,	Hye	Chong		Han,	Kwang	Y		Hong,	Chull	and	Eileen		Hong,	

Seheum(Fashion	World	Enterprises,	Inc.)		Hong,	Soon	Taik	&	Jung	Ja		Hopper,	David	&	Elizabeth		Howe,	Maureen		Huh,	Michael	M	&	Gloria	Y		Hur,	Soo	Jin		

Hwang,	Joel	Y.	&	Elizabeth	H.	Lee		Ira,	Bonnie	Oh		Irwin,	Chom	C		Joo,	Matthew	M		Joo,	Wansik	&	Kim	S.		JUNG,	KYUNG	HEE		Kang,	Kwang	S	Choi	&	Sa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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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Dong-In	David		Kang,	Min	W.		Kay,	Chunghwa		Kelly,	James	&	Susan		Kim,	Abraham	&	Esther		Kim,	Chang	Se	&	Myoung	Soon		Kim,	Chung-Whun	

David				Kim,	Deuk	R		Kim,	Dongwon		Kim,	Hahn	Key		Kim,	Hanna		KIM,	Hong	Koo	&	Yookyung		Kim,	Jennet		Kim,	Jinhee		Kim,	Jong	Hoo		Kim,	Jongpil		

Kim,	Joseph	U.	&	Cathy	Lee		Kim,	Juno	&	Hubert	D		Kim,	Kang	&	Kyung	Sun		Kim,	Koo		Kim,	Linda	H.	&	John	R.		Kim,	Marilyn	A.		Kim,	Myunsun	Sunny		

Kim,	Regina		KIM,	Sandra	K		Kim,	Sanghwa	&	Gabsook		Kim,	Se	Hoon	&	Kwi	Y.		Kim,	Seong		HyunKim,	Si	H.	Choi	&	Soo	J.		Kim,	Soon	Kyum		Kim,	Sun	Mi		

Kim,	Sung	Hee		Kim,	Sung	Jong		Kim,	Tae-Wan		Kim,	Taewon	Jonathan	&	Heejin		Kim,	Won	J		Kim,	Yeong	U.		Kim,	Yong		Kim,	Yong	M.		Kim,	Yong	Mook	&	

Hae	Ryung		Kim,	Yongjune		Kim,	Yoon	Hyuk		Kirby,	William	&	Yvette		Ko,	Hye	Yong		Kohari,	Sunhee		Kwak,	Wonsuk	&	Youngja		Kwon,	Jong	Hyo		Lee,	

Benjamin	&	Kathleen		Lee,	Benjemin		Lee,	Choon	Do		Lee,	Dabeen		Lee,	Diane	Mun		Lee,	Dong	Eun		Lee,	Eun	Soo	&	Kyung		Lee,	Hee	Choul		Lee,	Hi	

Young		Lee,	Hyun	S	&	Sam	Y		Lee,	Jacob		Lee,	Joo	Chul		Lee,	Joohyung		Lee,	Joonsuk		Lee,	Jung		Lee,	Junghye		Lee,	Kunsoon		Lee,	Moo	K.		Lee,	Myoung	

J	&	Ja	K		Lee,	Myoung	K.		Lee,	Sang	Gun		Lee,	Sunju		Lee,	Susie		Lee,	Won	Kyu	&	Jann		Lee,	Wonsahng	&	Heasoon	P.		Lee,	Yong	K		Lee,	Youn	K	&	Marie	M		

Levin,	Herbert		Li,	Marilyn		Lim,	Esther	Sung-Eun		Lim,	In	Choon	&	Young	Hye		Lim,	Jungsun		Lim,	Kyung	H.		Lim,	Mi	S		Lim,	Soo		Lo,	You	Kyung		Luse,	W	

Keith	&	Sarah	E		Ma,	Daghoo		Marella,	Ruth		Miller,	Jack		Min,	Jung	T.	&	Tae	C.		Moon,	Ansuk		Moore,	Toby	&	Young		Nam,	Sangwook		Nam,	Shin	Il	&	

Kimberly		O'Brien,	Timothy	&	Hyon		Oh,	Carolyn	Lee		Oh,	John	Kapsoo		Oh,	Se-Kyung		Olsen,	Denyse	Pyo		Paik,	Bongok		Paik,	Han	Won		Pang,	Taylor		

Park,	Anna		Park,	Charles	&	Bella		Park,	Deborah		Park,	Eui	Ung		Park,	Eunyoung	Eunice		Park,	Gilberto	Martinez	&	Lisa		Park,	HeeMyung		Park,	Jin	H		

Park,	John		Park,	Joon	Man		Park,	Junchol		Park,	Kang	Suk		Park,	Kenneth	K.		Park,	Kyong	H	&	Young	Hee		Park,	Michael		Park,	Nathaniel	S		Park,	Rose		

Park,	Sang	Il	&	Hea	Kyoung		Park,	Seong-Kyun	Cheong	&	Eun	D		Park,	Sook		Park,	Sung	Min		Park,	Zu	H.	Sung	&	Yun	J.		Prince,	Peter	J	Murdza	Jr	&	

Barbara	A		Ralston,	Michael		Rogers,	John	&	Anne		Ryoo,	In	O	&	Soo	Ok		Ryu,	Hak	Yong		Seo,	Insook		Seok,	Peter		Shim,	Sangho		Sim,	Sung		So,	Young	

Sup		Soh,	C.	Sarah		Son,	Chang	Hee		Song,	Hah-Seong				Song,	Kyo	&	Jina		Song,	Tae	Sook		Stewart,	Kwang	S.		Suh,	Minsook	&	Byoung	In		Suh,	Myung	

Ryong		Suh,	Solomon		Tyler,	Bryan		Vabulas,	Gerard	&	Seung-Won		Wasvary,	Jong	Myong		Watson,	Thomas	L.	&	Myeong	Hee		Weidman,	Stanley	&	Sook	

Hee		Welsch,	Inho		Whelan,	William	F	&	Hai	Lan	Li		Wigginton,	George	&	Elizabeth		Winfree,	Younghee		Yao,	Eugene	&	Cherry		Yasuzawa,	Fumio	and	Chae	

Ja		Yi,	Chong	S.		Yi,	Yang	Soon		Yoo,	David		Yoo,	Hye	Kyung	Kim	&	Seung	Jae		Yoo,	Seung		Yook,	Ken	C.		Yoon,	Hye	Eun		Yoon,	Joo	Heung		Yoon,	Sung-

Eun		Yoon,	Weon		Yoon,	Young	Seok		Yu,	Gill	Ja		Yu,	Young	Jae		Yune,	Heun		박은정		박준휘		윤원기		이규연

미국
단체

21st	Century	Mission	Church				All	Nations	Baptist	Church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Ban	Suk	Korean	Baptist	Church		Bethany	Korean	
Presbyterian	Church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Cheltenham	Presbyterian	Church		Choi,	Warren		Christ	World	Mission	of	Philadelphia		

CHUNG	WOO	INVESTMENT	GROUP	LLC		Church	of	the	Lord(Outreach	Mission	Fund)		DuRaleigh	Presbyterian	Church		Emmanuel	Church	of	

Korea		Fairfax	Community	Church		Faith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Long	Island		Faith	Reformed	Episcopal	Church		First	Korean	UMC	of	Cherry	Hill		

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Four	Corners	Foundation	 INC		Full	Gospel	Texarkana	Korean	Church		Fullerton		Presbyterian	Church		Good	

Neighboring	Foundation	Inc		Greensboro	Korean	Baptist	Church		Harvard	Students		James	Abraham	Lee	Family	Charitable	Lead	Annuity	Trust			Korean	

Baptist	Church	Of	Cincinnati		Korean	Central	Church	of	Pittsburgh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Korean	Church	of	the	Lord	in	Boston		Korean	

First	Assembly	of	God		Korean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GW		McMunn	

Family	Foundation		New	Hope	Reformed	Church		New	Peoples	Church	of	NY		NY	Korean	Church	Of	Nazarene		Open	Door	Faithful	Covenant	Church	of	

NJ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Orange	Hill	Presbyterian	Church		Osan	Chapel	Protestant	Community		paypalgivingfund		Podowon	Baptist	Church		

St.	Andrew	Presbyterian	Church		St.	John'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Suntrans	International,	INC		The	Choe	Center	for	Facial	Plastic	Surgery		The	

Holy	Spirit	Church	of	New	York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Elizabeth	 	The	Lord's	Church	 	The	Lord's	Church	of	Montgomery	 	The	Way	

Presbyterian	Church		Tidewater	Korean	Baptist	Church(KBOM)		Trinity	Presbyterian	Church		University	Korean	Church		Virginia	Presbyterian	Church		West	

End	Assembly	of	God		Young	Kwang	Bible	Presbyterian	Church		Zion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New	Jersey		

독일 Dorokhov,	Vladimir		멕시코	Josefina	de	la	Garza	Evia	Ugarte		Sra	MarÍa	del	Rosario	de	la	Garza	Evia		브라질	김홍섭		아르헨티나	Song,	Han	Suk		신동석		
김승자		영국	Riddintgon-Young,	John	Albert		런던한빛교회		일본	안희성		중국	김이한		안평모		양옥		중국주전교회		송근수		캐나다	Park,	Jangkyu		Ko,	Yoorim			
Keum,	Dong	ho		Hwang,	Kyu	Bong		Guenther,	Richard		Toronto	Korean	Milal	Church		 Immanuel	Toronto	Korean	United	Church		Disciple	Methodist	

Church(Mission	Division)		호주	Choi,	Sun	Ju	Park	&	Han	Sang		Lee,	Kyung	Sook		Morris-Suzuki,	Teresa	Irene	Jessica		Rodem	Church		St.	Ives	한인장로교회		
Sydney	Young	Nak	Church		시드니사명교회		시드니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시드니중앙장로교회



14

●	 	유진벨	재단은	재정원칙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딜로이트	안진회계	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2015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하였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북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후원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을	제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 보고

목적사업비	 	2,746,028,517원		 57%

홍보 및 모금사업비	 	123,004,958원		 3%

일반관리비	 	556,306,582원	 12%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1,372,424,610원	 28%

계	  4,797,764,667원	 100%

현금후원	 	4,617,871,665원		 96%

현물후원	 	99,708,100원	 2%

기타수입	 	80,184,902원	 2%

계	  4,797,764,667원	 100%

수입

현물후원

기타수입

현금후원

지출

홍보	및
모금사업비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목적사업비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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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가을	방북	시,	인세반	회장이	북

한	보건성으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들어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유진벨

은	4년	여	기간	동안	환자들을	위한	조립식	패

널	병동	설계와	생산에	투자했습니다.	조립식	

병동은	첨단	주택기술이	반영되어	단열이	뛰

어나	여름에는	비교적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하며	견고하고	미

관상으로도	뛰어납니다.	또한	방북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5년,	저희는	한	병동

에	2개의	병실과	주방을	갖춘	7채의	병동을	북

한에	보내	현장에서	조립하는데	성공하였습

니다.	이	병동들을	평가한	북한	보건성에서는	

유진벨에게	치료	성적이	높은	사동	다제내성

결핵센터에	100채의	병동을	지어달라는	요청

을	해왔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도권에	있

는	모든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은	더	수준이	높

은	센터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성	관계자들은	또한	유진벨이	시골	지역

에도	대규모	다제내성결핵센터를	지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

습니다.

2015년도에	몇몇	고마우신	후원자님들께서	보

내주신	특별후원금	덕분에	유진벨은	이	병동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당면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

다.	북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

료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들께서	보

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남북	당국	관계자들과	미국의	정치적	합

의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

황	속에서,	앞으로도	유진벨이	북녘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승

인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진벨에서	매번	새로

운	다제내성결핵환자들을	진단하고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만큼의	헌신과	희생

으로	뒷받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진벨	

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소중

한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

지	유진벨	사업이	전적으로	후원자님들의	‘주

는	기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나갈	새로운	병동	사업의	꿈	또

한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그	사랑	그대로	앞으로

도	더	가까이	동행해주실	후원자님들이	계시

기에	이	모든	소원들도	다	이루게	될	것을	확신

합니다.

	후원자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유진벨의 다제내성결핵 치료프로그램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진벨이 지원하고 있는 12개의 다제내성결핵

센터가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진벨 대표단의 방북 때마다 더 많은 결핵환자들이 유진벨 재단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후원금이 마련된

다 할지라도, 환자들의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유진벨 재단은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북녘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과 함께 희망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주 사무실

EugeneBell Australia
P.O.	Box	5
Strathfield,	NSW	2135	Australia

Account	Name:	Eugene	Bell	Foundation	
Bank	Name:	Westpac	Bank
BSB	#:	032000	/	Account	#:	699495

Tel	82-2-336-8461
Email	korean@eugenebell.org

남미 사무실

EugeneBell South America
C/O	Mr.	Kim,	Hong	Sup
AL	JAU	1477	APT.82	
BLOCO	C-CERQ	CESAR
SAO	PAULO	SP	CEP	01420-002,	Brazil

Tel	55-11-99820-3876
Email	korean@eugenebell.org

한국 사무실

EugeneBell Korea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612호	
(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Tel	 02-336-8461
Fax	02-3141-2465
Email	korean@eugenebell.org
Web	www.eugenebell.org

미국 사무실

EugeneBell USA
P.O.	Box	577
New	Freedom,	PA	17349

Tel	202-393-0645
Email	English@eugenebell.org

USKorean@eugenebell.org
Web	www.eugene-bell.org

온라인계좌  예금주 재단법인 유진벨(지로번호 5110911)

국민은행	479001-01-080150	|	신한은행	140-003-908224	|	우리은행	298-356991-13-001	|	우리은행(외화)	298-356991-41-002	|	KEB 하나은행(구 외환)	079-22-02884-7

신규사업(병동)후원금 신한은행 140-010-801590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제내성결핵 한 환자   치료비용 504만 원   치료기간 보통 18개월
후원문의 02-336-8461

일반 후원

후원자님께서	십시일반	모아

보내주신	일반	후원금으로

결연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치료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연 후원

1대	1	환자	결연	월 280,000원
2대	1	환자	결연	월 140,000원
3대	1	환자	결연	월 94,000원
4대	1	환자	결연	월 70,000원 

영양지원 후원

월 20,000원
결핵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분(단백질)을

포함하여	5대	영양소가	고루	들어간	영양지원

패키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