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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그리고 축복

2016년은 유진벨 재단이 1995년에 설립된 이래로 가장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지난 봄, 정치적 긴장관계로 인해 한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반출 

신청 허가를 보류하였지만, 다행히도 유진벨 의약품은 아슬아슬한 시점에 북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약품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

했다면 우리 환자들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품이 바닥날 뻔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북한 정부에서 유진벨 대표단의 봄 방북을 위한 비자 발급을 처음으로 지연시켰고, 결국 저희는 봄 방북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방북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을 방북 전까지 신환자를 등록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시엔 정말 더 이상 유진벨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8월에 진행된 몇 차례의 회의로 남한 및 북한 정부와 유진벨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양측 모두 유진벨의 다제내성결핵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환자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16년을 지나며 마주했던 이 어려움들은 결국 또 다른 이름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봄, 유진벨 대표단의 방북이 무산되었을 때, 북한 의료 

관계자들이 스스로 유진벨 약품을 12개 다제내성결핵센터 모두에 차질 없이 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저희가 시범사업

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립식 병동 두 채를 완성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건,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북한 의료진들이 유진벨 치료 사업에 매

우 헌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동참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은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올 해 한반도 내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

지만,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이 유진벨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편지와 

전화를 통해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을 

잊지 못할 한 해로 만들어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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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1~2월	 북한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위한

 약품과 영양식 및 제반 치료지원물품 준비

3월	 지원물품 평택항에서 선적하여 대련(중국)경유,

 북한 남포항 도착 이후 육로로 평양 운송

4월	 예정되었던 유진벨 대표단

 봄 정기 방북 일정 지연됨

8월	 유진벨 대표단 특별 방북

 약품 및 지원물품 배분 상황 확인 및

 차후 일정 논의 

 특별 방북 보고 기자회견

>

>

>

9월	 북한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위한

 약품과 영양식 및 제반 치료지원물품 준비

10월	 지원물품 평택항에서 선적하여 

 대련(중국)경유, 북한 남포항 도착

 이후 육로로 평양 운송

11월 유진벨 대표단 가을 정기 방북,

 12개 다제내성결핵센터 방문

 객담채취, 신환자 등록,

 약품 및 지원물품 배분 등

12월	 가을 정기 방북 보고 기자회견

>

>

>



05유진벨 재단

평안북도신의주

자강도

평안남도

평양

황해북도

강원도
금강산

황해남도

개성

량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라선

남포시

1

8

9

7

3

1011

12
2

6
5

4

해주

유진벨 사업장 소개 

11/24 
선천 다제내성결핵센터

11/26 

양덕 다제내성결핵센터

11/28 

성산 다제내성결핵센터

11/29 

평천 다제내성결핵센터

11/30 

보통강 다제내성결핵센터

12/2 

강서 다제내성결핵센터

12/3 

력포 다제내성결핵센터

12/5 

룡성 다제내성결핵센터

12/6 

황해북도 다제내성결핵

전문병원

12/7 

개성 다제내성결핵센터

12/9 

황해남도 다제내성결핵

전문병원

12/10 

사동 다제내성결핵센터

1 2 3 4

78

9 10 11 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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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환자

2014년 봄 황해북도 다제내성결핵 전문병원을 방

문했을 때 신환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환자는 상

태가 매우 위중하여 스무 살 남짓한 딸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요양소를 찾아왔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신환자를 등록할 때 전염의 가능성 

때문에 보통 가족도 함께 검사 하고 있습니다. 부녀

의 객담을 모두 검사한 결과, 아버지와 딸 모두 다

제내성결핵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환자들

에게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중환자입니

다. 치료를 받는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 

대신 다른 환자를 등록시켜주세요. 전 집으로 돌아

가고 싶습니다.” 

딸도 요양소에 남아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했지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거부하시면 저도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착한 딸은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본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표단과 북한 보건성 안내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부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반드시 여기 남아 오늘부터 치료를 시작

하셔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따님을 위해서도요. 따님은 아직 스무 살 밖에 안됐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나이이지 않습니까?” 대표단은 딸

에게도 말했습니다. “환자분, 아직 이렇게 젊은데 이 약 안 먹으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아버지는 본인의 상태가 이미 위중하였음에도 요양소에 남아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6개월이 흘러 다시 황해북도 다제내성결핵 전문병원을 찾은 대표단은 아버지와 딸의 치료상황을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딸은 요양소에서 치

료를 잘 받고 있지만, 아버지는 치료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현지 의료진이 전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모범환자로서 힘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표준처방대로 약을 잘 복용하였고, 18개월의 치료 끝에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

니가 기다리고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치료센터 이야기
황해북도 다제내성결핵전문병원

2014 가을 2015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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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한 길을 걷고 있는 의료진

정옥주(가명) 의사는 황해북도 다제내성결핵 전문

병원에서 벌써 16년째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스

물여덟에 처음 이 곳에 왔다는 정옥주 의사는 그 

사이 결혼을 하고, 7살 난 귀여운 아들의 엄마가 되

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혹시나 본인 때문에 

전염될까 걱정되지는 않느냐고 물었더니, 늘 걱정

이 되지만 그래서 더더욱 아들의 체력을 단련 시키

고 생체저항성(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고 합니다. 아들이 걱정될 때마다 힘을 주는 건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에게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을 다 바치라”고 이야기 해

줍니다.

정옥주 의사가 말하는 황해북도 다제내성결핵 전

문병원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

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나무들이 많아서 환자들

이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후원자님들 덕분에 모든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치료에 잘 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 의사를 포함한 

이 곳의 의료진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쯤 저녁 근무자들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하기까지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환자들이 약

을 복용하며 메스꺼움을 호소하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그들을 간호해주며 부작용 약을 챙겨주고, 그럼에도 힘을 내

어 약을 끝까지 먹어야 한다고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의료진들입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온 환자가 마침내 치료에 성공해 제 발로 걸어나갈 때 가장 보람이 된다는 그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물어봤습니다. “유진벨 선

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공급해주시기만 한다면, 결핵전문가로서 결핵이 근절될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후원자 소개

초창기에는 고액 후원처 2곳에서 황해북도 다제내성결핵 전문병원 환자들을 지원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여러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

한 후원금을 모아 ‘유진벨 후원자 일동’이란 이름으로 이 곳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황해북도 다

제내성결핵 전문병원 환자들이 완치의 희망을 품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빨간 솜옷을 입은 여성이 의료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08

재정보고 ⦁ 유진벨 재단은 재정원칙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딜로이트 안진회계 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2016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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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북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

으며, 모든 후원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을 제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입

 현금후원 2,683,327,129원 86%

 현물후원 9,500,000원 1%

 기타수입 419,898,644원 13%

	총계 3,112,725,773원 100%

 지출

 목적사업비 2,621,947,682원 84%

 홍보 및 모금사업비 112,758,101원 4%

 일반관리비 250,111,620원 8%

 차기년도사업준비금 127,908,370원 4%

	총계 3,112,725,773원 100%

수입

지출

현금후원

일반관리비

목적사업비

기타수입

차기년도사업준비금

현물후원

홍보 및 모금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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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벨과 함께하는 사람들

한국
개인

강경표  강귀배  강달영  강병재  강복길  강선희  강성원  강성진  강성희  강순남  강승훈  강은실  강정아  강주화  강지영  강창랑  강철수  강현은  강형규

강혜근  고광웅  고명숙  고명지  고민영  고병헌  고승진  고승훈  고영민  고이녀  고재섭  고정덕  고주형  고혜만  공재숙  곽명손  곽세영  곽숙재  곽태선  

곽희호  광주기독간호사회(이정숙,김숙심)  구영선  구영애  구용우  구유림  구창완  구필회  국선숙  국영옥  권남순  권민송  권순철  권영국  권오재  

권용준  권윤옥  권은영  권정옥  권주원  권춘영  권춘희  권태우  권희덕  금상호  기모란  기수환  길희성  김가영  김경숙  김경숙  김경영  김경원  김경자  김경진  

김경호  김경화  김경희  김관욱  김광배  김금자  김기도  김기범  김기흥  김기희  김나영  김남식  김남재  김남주  김남호  김대석  김덕천  김도경  김도연  김도영  

김도완  김도현  김도훈  김동산  김동수  김동수  김동숙  김라견  김명동  김명성  김명자  김명자  김명한  김명호  김모란희  김문자  김문희  김미  김미순  김미애  

김미자  김미자  김미향  김미희  김미희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준  김민채  김별아  김병일  김보라  김보열  김복희  김봉철  김봉철  김봉현  김부연  김삼열  

김상범  김상수  김상집  김상현  김상현  김서현  김석모  김석원  김석향  김선규  김선미  김선택  김성규  김성덕  김성문  김성섭  김성용  김성우  김성웅  김성웅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완  김세훈  김소년  김소연  김소영  김소향  김수연  김수자  김수정  김수현  김숙경  김숙희  김순덕  김순자  김승기  김승신  김시내  

김신애  김애영  김양자  김연주  김영구  김영모  김영모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식  김영식  김영애  김영옥  김영재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택  김예린  

김예은  김옥선 김옥선  김옥선  김옥주  김옥주  김용국  김용덕  김용식  김용욱  김용욱  김용일  김우영  김욱  김원경  김원기  김원석  김윤정  김윤희  김은기  

김은정  김은정  김은진  김은혁  김응동  김이경  김인숙  김인한  김재송  김재연  김재엽  김재웅  김재한  김재호  김재희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신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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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은  김지이  김지태  김지혜  김지홍  김진숙  김진영  김진영  김진오  김진욱  김진하  김진항  김진현  김질연  김창모  김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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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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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자  김후정  김흥국  김희선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나갑례  나금희  나내혁  나성희  나승균  나영신  나정웅  남경순  남경완  남봉우  남연우  남정진  남희정  

노기향  노명순  노미진  노신영  노효종  노희산  동진기획(윤혜정)  류병갑  류성복  류성열  류재훈  맹선배  맹정래  메리디안매니지먼트(김희준)  모란주  무명  

문경숙  문미라  문민경  문서준  문석기  문성진  문성호  문숙  문승영  문애란  문연정  문영도  문윤희  문은영  문은희  문정옥  문정은  문지영  민경휘  민성길  

민성준  민성호   박경근  박경미  박광준  박규리  박기신  박기태  박데이비드상민  박도자  박동길  박동옥  박명숙  박명우  박미경  박미선  박병근  박병전  박복남  

박봉상  박상천  박상희  박서하  박선경  박선희  박성광  박성규  박성철 박성택  박성현  박성호  박성희  박세아  박세훈  박수경  박수애  박수진  박숙영  박승제  

박열우  박용범  박용상  박용성  박용학  박용호  박용화  박우람  박윤정  박윤주  박은민  박은성  박은호  박이락  박인숙  박재남  박재석  박재흥  박정란  박정민  

박정민  박정우  박정주  박제우  박종진  박종찬  박종희  박주환  박준  박준영  박준우  박준호  박중일  박지애  박지연  박지웅  박지화  박지희  박진수  박진영  

박진우  박천규  박춘근  박춘식  박태서  박향훈  박현남  박현덕  박현숙  박현순  박현태  박현호  박현희  박형미  박형철  박혜리가족  박혜숙  박혜숙  박효일  

박흥식  박희동  방원석  방조자  방태환  배서영  배신숙  배영훈  배은희  배일호  배재실  배정열  배종호  배현성  백경성  백봉자  백승희  백운기  백을순  변진학  

변혜주  봉수현  봉정표  새순교회 조형민  서경미  서동영  서모니카  서미순  서재문  서재현  서증갑  서창수  서현석  선현구  성가은  성광현  성기준  성성호  성옥자  

성장현  성찬영  손명환  손안나  손은희  손종효  손지은  손태혁  송가영  송규영  송기영  송명기  송미은  송민선  송상락  송상호   송선자  송영근  송영아  송영우  

송용자  송유경  송진용  송형석  송호은  신경림  신경용  신광선  신도현  신동익  신미경  신민범  신상은  신선영  신승철  신예경  신유정  신윤희  신은식  신정아  

신지연  신지은  신진아  신한글  신현석  신현숙  신현우  심명숙  심양희  심정택  심창용  안병주  안병철  안상달  안성희  안수나  안순임  안순홍  안신영  안예송  

안은숙  안장균  안창영  안충석  안태호  안현미  양덕규  양민우  양병규  양선숙  양성문  양은예  양은현  양해민  양해생  양해운  어관  여명훈  여석준  연숙진  

염혜정  오광국  오성철  오의진    오하음  오정현  오혜령  오혜숙  옥선희  옥영무  왕영호  우내단 우명애  우성제  우승민  우완제  우준경  우형섭  원영숙  원유정  

위도복  유근선  유미배  유보현  유서윤  유서하  유선미  유세희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유숙경  유신애  유영석  유은경  유은비  유인선  유정선  유종남  

유종필  유중하  유태성  유호영  유희숙  윤갑석  윤경자  윤경희  윤경희  윤명수  윤미영  윤병진  윤석규  윤성훈  윤소연  윤연주  윤영식  윤원기  윤정섭  윤정온  

윤정화  윤준영  윤지은  윤지한  윤찬주  윤치순  윤형규  윤혜성  윤혜진  윤화숙  윤효원  윤희영  이강봉  이강영  이강우  이건자  이경관  이경아  이고운  이광기  

이광미  이광희  이권치  이규성  이근우  이기수  이기열  이기원  이기태  이나경  이나경  이난식  이남주  이남희  이덕엽  이동명  이동인  이두희  이루다  이만열  

이명경  이명철  이명호  이문균  이미경  이미정  이민규  이민선  이범익  이범태  이병덕  이병래  이병일  이복자  이복희  이상윤  이상혁  이상현  이상훈  이선희  

이성숙  이성실  이성원  이성진  이성현  이세정  이소민  이수룡  이수미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순섭  이순영  이순용  이순혁  이순호  이승엽  이승용  이승욱  

이승윤  이승종  이승진  이시훈  이신행  이애란  이억남  이연진  이영두  이영무  이영수  이영숙  이영진  이영창  이영철  이영하  이영훈  이예강  이옥희  이우엽  

이우형  이욱진  이운학  이윤정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정  이은하  이은하  이이철  이인숙  이인자  이일순  이일춘  이장규  이장우  이장희  

이재권  이재봉  이재숙  이재엽  이재완  이점이  이정배  이정순  이정식  이정심  이정열  이정원  이정일  이정태  이정희  이종민  이종찬  이종호  이주희  이준성  

이준우  이준철  이준희  이중희  이지용  이지원  이지은  이진행  이진혜  이찬조  이찬희  이창민  이창우  이창호  이철재 이태만  이택종  이하종  이학균  이한  

이한샘  이해돈  이해숙  이해옥  이향림  이현교  이현우  이현지  이현철  이혜민  이혜영  이혜지  이혜진  이홍규  이화인  이효영  이희옥  이희종  인태환  임경미  

임경숙  임규현  임기성  임남주  임대원  임덕수  임미라  임미송  임병기  임상완  임석희  임선경  임성은  임수주  임순화  임승묵  임영식  임응수  임재호  임정님  

임종규  임종성  임지은  임춘기  임춘희  임치원  임혜송  임화민  임희정  장경희  장남길  장돈수  장동수  장동숙  장명숙  장문정  장미나  장상순  장서진  장석주  

장석채  장성순  장영순  장영인  장윤진  장은별  장지희  장찬휘  장태호  장혜경  장환빈  전경태  전민혁  전성훈  전승만  전승윤  전영란  전예준  전용환  전지영  

전지윤  전진숙  전향숙  정경미  정경자  정길자  정남용  정동환  정미숙  정미영  정미옥  정상훈  정석영  정성락  정순희  정승규  정애숙  정양원  정영주  정영희  

정유진  정의철  정재훈  정점순  정정숙  정정열  정종선  정중섭  정지원  정지은  정진욱  정창호  정택환  정한영  정현미  정현오  정현옥  정혜식  정혜영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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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정희정  정희종  정희주  제갈양진  조건영  조경애  조경희  조동걸  조명진  조미숙  조병옥  조상은  조선의  조성관  조성실  조소현  조숙희  조순경  조순화  

조신오  조애순  조영미  조영세  조영수  조은이  조주형  조준목  조준연  조태일  조해봉  조현보  조혜도  조혜영  조호윤  조호정  주성용  주해영  지분술  지승화  

진상만  진영지  진용성  차득선  차상희  차용태  차창훈  차태준  차희정  채미희  채승경  채인규  채지혜  천강우  최강주  최경섭  최경화  최귀석  최규연  최규홍  

최근찬  최기훈  최덕환  최민선  최봉수  최석기  최선정  최성기  최성용  최성혜  최세문  최수전  최수진  최숙자  최시성 최안나  최연관  최영란  최영렬  최영혜  

최예림  최용근  최윤봉  최윤식  최은미  최은비  최은숙  최은숙  최은자  최인권  최자백  최재칠  최재훈  최정호  최종윤  최종철  최주아  최지한  최지형  최진팔  

최창무 안드레아  최창수  최혜영  최혜진  최혜진  최효택  최희림  평수영  표영순  풍미빌딩  피영희  하나래  하선희  하숙자  하전수  한대용  한동욱  한만훈  한명주  

한상균  한상렬  한선희  한세희  한순이  한승규  한정은  한정희  한태식  한현옥  한현정  한호성  허성민  허수정  허윤경  현선양  현연지  홍건영  홍금실  홍금주  

홍명우  홍선희  홍세출  홍수빈  홍순철  홍영돈  홍영표  홍재경  홍주아  홍주은  홍진우  홍진희  홍채문  홍효탁  황서영  황선영  황성수  황성우  황수경  황용택  

황의열  황인경  황인덕  황재남  Agatha And Patrick, Roncin Michel Ferdinand, Hyunbin Ha, Chang Soo Kim, Doris Kim, Rachel Woo

한국
단체

(주)새땅무역  (주)에스와이패널  (주)이삭  (주)코비코리아  (주)코비코리아 직원일동  (주)포리스  (주)한국오츠카제약  (주)한국임업신문  (주)휴먼비엠씨  

Best(이승원)  DFC국제학교  Tidewater Korean Baptist Church(KBOM)  YIM젊은제자들  가음정교회  가톨릭여성연합회  가포교회  강릉이레교회  

건창기술단  광산교회  광성교회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광주남광교회  광주말씀교회  광주새순교회  광주서현교회  광주양림교회  광주온빛교회  

광주일곡교회  광주제일교회  광주중흥교회  광천교회  광휘교회  구리목양교회  군산대흥교회  기쁨나눔재단  길가는교회  길가에교회  꿈과향기가득한교회  

꿈이열리는교회  나우리교회  남북누리나눔  남순천교회  남원산성교회  넝쿨모임  넷채널아카데미  눈비산마을  다대중앙교회  단동북한을향한중보모임  대연교회  

대전마중물교회  대전한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더빛교회  덕계중앙교회(정웅목사님)  동래중앙교회  동아에스텍  르노삼성송파잠실사업소  마산재건교회  

마포중앙교회  말씀전원교회  메리놀외방선교회  명성제일교회  목포낙원교회  목포복된교회  목포생명의빛교회  미래회  밀양성결교회 1남전도회  박기범투자클리닉  

보라비전교회(구경모)  부림교회  부림소재  부산남천교회  부산북교회  부산아름다운교회(김상건)  부산초읍교회  부석교회   부석교회 제2남선교회  부전교회 

유아부  부전교회 유치부  북장로교유지재단  브니엘교회  브니엘목장  브라보컴  사단법인 존경배려나눔회  사회복지법인 드림  삼천동부교회  상구정공  새로남교회  

새마을지도자 이북5도협의회  새생명교회  새일교회  생명이풍성한교회  생석교회  서머나교회  서부교회  서울남광교회  서울명성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외국인학교  서울외국인학교 수송부 직원일동  서울제일교회  서화중앙교회  석천교회  성광교회(강내봉)  소망기도팀  소망의교회  소키씨앤티  송파광성교회 

김성철  수병원  수원성결교회  수원창대교회  수피아여자고등학교 1학년  순복음생수의강교회  순천매산여고(김건기님)  순천매산중학교 2학년  순천은성교회 

소년부  순천하늘씨앗교회  신내성화교회  실로암교회  씨앤에이논술  아시안교회  안나의집  안성삼일교회  안양교회  안양일심교회  안진회계법인  압구정교회  

어린이사도직운동  언약교회  에스와이글로벌  여수성광교회 권사회  열린교회  열방교회  영리더십미래재단  오션테크  오치애양교회  온천교회  용동교회  

우리집교회  우목교회  운정은혜교회  울산동부교회  울산한빛교회  월드와이드교회  유경재단  은총교회  은파선교회  은평제일교회  은혜샘교회  은혜직물  

이랜드복지재단  이북5도 새마을부녀회  이영석치과의원  이한교회  일백복지재단  일산은혜교회  잠실중앙교회  재단법인성가소비녀회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전주명성교회  전주예심교회  정읍영락교회  정읍중앙교회  제자들교회(월드디사이플)  주사랑선교회  주식회사 광일유화  주식회사 에반  주정형외과의원  

주한프랑스천주교회  중앙교회  진주삼일교회  참프라텍  천국시민교회  충주예성교회  큰나무교회  큰빛교회  티앤씨병리과의원  파리외방전교회  평강감리교회  

평택소망교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포도원교회  포디랜드  포천교회  푸른동산교회(송용수)  푸른하늘땅  풀무학교일요집회  프뢰벨교육원  하나교회  하나로교회  

하나인교회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회  한반도발전연구원  

함께걷는교회  함께만들어가는교회  해운대고등학교 명의  향상교회  현대통상 권봉도  홍광교회 북한선교팀  화승엔지니어링  화인웹테크

미국
개인

Ji Choon Ahn, Young H. Ahn, Jinsoo An, Edgar Bachrach, Laurie Bachrach, Edward & Diane Baker, Danno Baldini, Hoi Jine & Byung 

So Bang, Charles Barnes, Todd Bartek, Joo W Bin, M. Rosalie Bowker, Fredrick J & Soo O Bronisz, Chang-Ho & In-Ja Byeon, Kyung Mi 

Cho, Maria M Cho, Yongjoon Kevin Cho, Christine Chung Choi, Dai & Lisa Choi, Daniel J. & Diana L. Choi, Sooyoung Choi, Warren Choi, 

Kathleen Choi-Han, Man Do Chun, Paul Chun, Grace Chung, Haeyoun Chung, Hyosoon Chung, Jihee & Miran Chung, Kuk Soo & Heeja Chung, 

Sung Jae Chung, David L. Dolinger, Steven P. & Soon K. Elder, Thomas Evans, Riley Bernard Franklin, Yang Hui & Arlett J. Gallagher, Kevin & 

Nanshil Grady, Stephen Gransback, Sinchong & Mijin Ha, Hye Chong Hall, Soon Taik & Jung Ja Hong, David & Elizabeth Hopper, David Huh, 

Michael M & Gloria Y Huh, Joel Y. & Elizabeth H. Lee Hwang, Chom C Irwin, Renee Jones, Han-Sem Joo, Matthew M. Joo, Wansik & Kim S. Joo, 

Joy Partnership Missions SangHo Lee & EunJoo Suh, Dong-In David Kang, Kwang S. Choi & Sae Y. Kang, Min W. Kang, Rober t & Sarah Eun-

Young Kang, James & Susan Kelly, Abraham & Esther Kim, Anthony S. Kim, Chang Se & Myoung Soon Kim, Chung-Whun David Kim, Dongwon 

Kim, Dukhong Kim, Hong Koo & Yookyung KIM, Jinhee Kim, Joseph U. & Cathy Lee Kim, Juno & Hubert D Kim, Kang & Kyung Sun Kim, Linda H. 

& John R. Kim, Sandra K. Kim, Sanghwa & Gabsook Kim, Se Hoon & Kwi Y. Kim, Seong Hyun Kim, Seungwon & Grace Kyoungjoo Kim, Sun Mi 

Kim, Sung Hee Kim, Tae-Wan Kim, Taewon Jonathan & Heejin Kim, Yeong U. Kim, Yong Kim, William & Yvette Kirby, Hye Yong Ko, Sunhee Kohari, 

Jong H. Kung, Wonsuk & Youngja Kwak, Benjamin & Kathleen Lee, Choon Do Lee, Dabeen Lee, Diane Mun Lee, Hee Choul Lee, Hyun S. & Sam Y. 

Lee, Joo Chul Lee, Joonsuk Lee, Jung Lee, Junghye Lee, Kangho Lee, Kunsoon Lee, Myoung J. & Ja K. Lee, Rebecca C. & John Keun Sang Lee, 

Sang Gun Lee, Susie Lee, Won Kyu & Jann Lee, In Choon & Young Hye Lim, James H. Lim, Jungsun Lim, Soo Lim, You Kyung Lo, W Keith & Sarah 

E Luse, Daghoo Ma, David McMunn, Jack Miller, Jung T. & Tae C. Min, Simin Mirzanian, Hyunsuk Moon, Toby & Young Moore, Mamiko Morishita, 

Sangwook Nam, Shin Il & Kimberly Nam, Charles L & Bokman Obrien, Timothy & Hyon O’Brien, John Kapsoo Oh, Denyse Pyo Olsen, Bongok 

Paik, Chinok Paik, Anna Park, Charles & Bella Park, Deborah Park, Eui Ung Park, Eunyoung Eunice Park, HeeMyung Park, John Park, Junchol 

Park, Kang Suk Park, Kenneth K. Park, Kyong H. & Young Hee Park, Michael Park, Nathaniel S. Park, Sang Il & Hea Kyoung Park, Sook Park, Sung 

Min & Myung Hyun Park, Sung-Soo Park, John Pearson, Robert Phillips, Michael K Ralston, David Michael Roden, In O & Soo Ok Ryoo, Gi-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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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사진

Dr. Stephen Linton Mr. Hong Sup Kim

Mr. Taewon 
Jonathan Kim

Dr. Benjamin S. Lee Mr. Brian Park

Mr. Edgar 
Bachrach

Fr. Edward Matthew 
Dougherty

Mr. Se Heum Hong Dr. David Hershey 
Hopper

한국 이사진

인세반 회장 안영주 이사함제도 이사 홍순균 이사 박성범 이사 김정남 이사

김홍석 이사 안평모 이사 심정택 상임이사 이세복 감사 박노석 감사

Ryu, In Sook Seo, Peter Seok, Youngok Shin, Sung Sim, Young Sup So, Myong Cha & Sae Hwan Son, Kyo & Jina Song, Tae Sook Song, Kwang S. 

Stewart, Young A. E. Stroh, Ryo Sugihara, Claudia Suh, Minsook & Byoung In Suh, Myung Ryong Suh, Jong Myong Wasvary, Thomas L. & 

Myeong Hee Watson, Stanley & Sook Hee Weidman, Peter G. & Inho N. Welsch, Jae Sung & Mihn Kyung Whee, William F & Hai Lan Li Whelan, 

George & Elizabeth Wigginton, Fumio & Chae Ja Yasuzawa, Yang Soon Yi, David Yoo, Hye Kyung Kim & Seung Jae Yoo, Seung Yoo, Ken C. Yook, 

Hye Eun Yoon, Joo Heung Yoon, Young Seok Yoon, Gill Ja Yu, Young Jae Yu, Heun Yune, 이규연

미국
단체

21st Century Mission Church, Air Force Chaplain Corps, All Nations Baptist Church, Augusta Korean Presbyterian Church,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Ban Suk Korean Baptist Church, Cana International Mission, Cheltenham Presbyterian Church, Christ World 

Mission of Philadelphia, DuRaleigh Presbyterian Church, Faith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Long Island, Faith Reformed Episcopal 

Church, Four Corners Foundation INC, Full Gospel Texarkana Korean Church, Fullerton Presbyterian Church, Georgetown Presbyterian Church, 

Korean Baptist Church Of Cincinnati, Korean Central Church of Pittsburgh, Korean Church of the Lord in Boston, Korean First Assembly of God,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GW, 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 Nak Won Garden LLC, New 

Hope Reformed Church, New People’s Church of NY, NY Korean Church Of Nazarene, Open Door Faithful Covenant Church of NJ,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Orange Hill Presbyterian Church, paypalgivingfund, Philadelphia Korean Methodist Church, Podowon Baptist Church, St. 

John’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The Choe Center for Facial Plastic Surgery,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The Lord’s Church, The Lord’s 

Church of Montgomery, The Way Presbyterian Church, TIAA, Tidewater Korean Baptist Church(KBOM), University Korean Church, Virginia 

Presbyterian Church, Young Kwang Bible Presbyterian Church, Zion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New Jersey

독일	Vladimir Dorokhov   아르헨티나 신동석 김승자   영국 Benjamin Charlton, 런던한빛교회   일본 안희성   중국 송근수  안평모  중국주전교회  

평도한인교회  LAMP김이한    캐나다 Disciple Methodist Church, Richard Guenther, Kyu Bong Hwang, Yoorim Ko, Korean Peace Presbyterian 

Church, Ottawa Korean Community Church, Jangkyu Park, Toronto Korean Milal Church   호주 Sun Ju Park & Han Sang Choi, Epping 

Presbyterian (Korean) Church,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KCPC Mission Committee, Teresa Irene Jessica Morris-Suzuki, Rodem Church, 

St. Ives Korean Presbyterian Church, Sydney Great Harvest Church, Sydney Young Nak Church Miss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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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Andrews,	SC	2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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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9-22-02884-7

병동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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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벨	재단은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북녘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과	함께	희망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