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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간보고서에서, 유진벨재단은 글로벌펀드 기금이 예정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북녘 의료체계가 2019년에 직면할 단순 결핵(약제감

수성결핵) 치료제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몇 

달 간의 협상 끝에, 새로운 글로벌펀드 기금 지원이 결정되어 우려하

던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글로벌펀드

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은 유진벨재단에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

였고 단순결핵 치료사업은 유니세프가 지속적으로 해주길 요청하였

습니다. 매해 약값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지만, 글로벌펀드의 기금 지원

을 통해 유진벨재단은 기존 치료 프로그램보다 두 배 가까운 환자 등

록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여 2020년 1월 초 많은 양의 다제내성결핵 

약을 보냈습니다.

유진벨재단이 2020년 1월에 보냈던 다제내성결핵 약이 평양에 도착한

지 몇 주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은 갑작스럽게 폐쇄되었

으며,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추가로 치료물품을 보내

지 못하고 있으며 유진벨재단이 지원하는 12개 다제내성결핵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 1월에 보낸 약은 2019년까

지 유진벨재단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서 기존에 등록된 환자들은 온전히 치

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 가을 방문 이후로 

새로운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벨재단 인세반 회장

많은 나라들을 돕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유진벨재단은 오직 북녘 다제

내성결핵 치료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폐쇄된 

국경이 다시 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때까지, 유진벨재단은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에게 추

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제내성결핵 치료 프로그램을 개선하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의 재개 시점을 알

려주기로 한 북측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

나19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하물며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과 확

신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유진벨재단의 사업이 하루속히 재개되어 후원자님의 헌

신적인 지원이 북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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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

미래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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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벨재단은 재정원칙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넥시아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2020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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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반 회장 서병길 이사 우종철 이사 이채원 이사

캐나다

김홍석 이사 안평모 이사 최세문 상임이사

장태수 이사

이세복 감사 박노석 감사

인세반 회장 함제도 이사

이상웅 이사

박성범 이사 김정남 이사 안영주 이사

한국

Mr. Abraham Kim

Dr. Benjamin S. LeeMr. Yoon Hyuk Kim

미국

Dr. Stephen Linton Mr. Edgar Bachrach Fr. Edward Matthew 
Dougherty

Dr. David
Hershey Hopper

Mr. Hong Sup Kim

유진벨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진재정 보고

유진벨 한국

목적사업비 757,653,256원

홍보 및 
모금사업비

98,604,172원

일반관리비 370,891,104원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3,567,433,115원

목적사업비
16%

홍보 및 모금사업비
2%

일반관리비
8%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74%

지출

총 지출 4,794,581,647원

현금후원 4,376,178,197원

현물후원 347,259,374원

현물후원 71,144,076원

총 수입 4,794,581,647원

기타수입
2%

현물후원
7%

현금후원
91%

수입수입

유진벨 미국

현금후원 $560,106

기타수입 $298

목적사업비 $305,002

홍보 및 
모금사업비

$12,239

일반관리비 $61,491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181,672

총 수입 $560,404

현금후원
99%

기타수입
1%

수입

총 지출 $560,404

목적
사업비
55%

일반관리비
11%

홍보 및 
모금사업비
2%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32% 지출

유진벨 캐나다

현금후원 $34,670

전년도 
사업준비금

$11,255

목적사업비 $45,000

홍보 및 
모금사업비

$215

일반관리비 $710

총 수입 $45,925

현금후원
75%

목적
사업비
97%

2020년
사업준비금

25%

일반관리비
2%

홍보 및 
모금사업비

1%

총 지출 $45,925

수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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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체

(사)오방기념사업회 (주)가자서비스 (주)건창기술단 (주)동원가구 (주)동원파마 
(주) 모 마 베 이 비  (주) 새 땅 무역  (주) 아 이 비 건 설  (주) 에 반  (주) 에 스 와 이 
(주)에스와이글로벌 (주)에스이정보기술 (주)에스지씨 (주)영주양행 (주)오토와우 
(주)온유 (주)참프라텍 (주)케이엘엔지니어링 (주)투어윈도우글로벌 (주)파크론 
(주)포디랜드 (주)한 국임업신문 (주)현대통 상 권봉도 (주)화 승엔지니어링 

(주)휴먼비엠씨 (학)성빈센트병원 LG오휘기흥지사 YIM젊은제자들 가음정교회 가포교회 강릉이레교회 
강북제일침례교회 광교산울교회 광성교회 광주기독간호사회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광주남광교회 
광주말씀교회 광주새순교회 광주서현교회 광주양림교회 광주온빛교회 광주일곡교회 광주제일교회 
광주중흥교회 광천교회 광휘교회 군산대흥교회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경성교회 
길가는교회 길가에교회 꿈땅자연학교 나우리교회 남경에코국제학교 남순천교회 남원산성교회 
눈비산농산영농조합법인 눈비산마을 늘푸른교회 다대중앙교회 다스코 주식회사 대덕대학교 
마하나임 대연교회 대원사 대전마중물교회 대전한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나눔교회 동두천중앙감리교회 동래중앙교회 르노삼성송파잠실사업소 마산재건교회 마산중앙교회 
마포중앙교회 말씀 전원교회 명성제일교회 목포복된교회 미국장로 교한 국선교회 미소 사 랑 
밀양성결교회 1남전도회 방배동교회 백령화동교회 백선교회 보라비전교회 봄이다 프로젝트 부림교회 
부림소재 부산초읍교회 부석교회 부석교회 제2남선교회 부전교회 부전교회 유치부 브니엘교회 
비컴디자인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인터내셔널 사단법인겨자씨선교회(광산교회) 사회복지법인 
드림 삼천동부교회 상구정공(주) 상산전자고등학교 새로남교회 새마을지도자 이북5도협의회 
새생명교회 새일교회 새터선교교회 생명이풍성한교회 생석교회 샬롬교회 서머나교회 서부교회 
서울남광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예사랑내과 서화중앙교회 섬김의교회 유초등부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광교 회(강내봉) 성남신원교 회 세계로 교 회 세례자 성요한수녀회 
소망의교회 소키씨앤티 수원성결교회 수원창대교회 순복음생수의강교회 순천덕신교회 유년부 
순천덕신교회 유치부 순천매산여고 순천매산중학교 2학년 순천서로사랑하는교회 순천제일교회 
순천하늘씨앗교회 술이홀통일출판사 신내성화교회 신실한교회 신의교회 실로암교회 씨앤에이논술 
아시안교 회 안성 삼 일 교 회 안 양 일 심 교 회 안 양 장 로 교 회 언 약 교 회 에 다 에 스 카 테 크 (주) 
여의 도순 복 음교 회 열방교 회 영 농 조합 법인 서 해 농 장 영리더 십미래 재 단 예 수 사 랑 의 교 회 
예수살이공동체 용동교회 용주사 우리집교회 우면동교회 우목교회 운정은혜교회 울산동부교회 
울산한빛교회 울트라밸브주식회사 월드와이드교회 유경재단 윤준영 은총교회 은태성결교회 
은파선교 회 은 평제일교 회 은 혜초심교 회 이랜드복지재단 이북5도 새마 을부녀회 이북5도 
새마을회 이영석치과의원 이온시스템 이헌앤손현주의원 일백복지재단 일산교회 일산은혜교회 
작은자매관상선교회 잠실중앙교회 장전중앙교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전주명성교회 전주영락교회 정읍중앙교회 제자들교회(월드디사이플) 주날개그늘교회 주사랑선교회 
주식회사 광일유화 주식회사케이에이치금융자문 주정형외과의원 주한프랑스천주교회 진주삼일교회 
천국시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청천산성교회 축복교회 충주예성교회 케이씨티정보통신(주) 
코넥트월드(주) 큰나무교회 큰빛교회 큰은혜교회 파리외방전교회 퍼시픽 벳 그룹코리아 주식회사 
평택소망교회 포도원교회 포천교회 푸르고엠앤디 푸른하늘땅 풍암양림교회 프뢰벨교육원 하나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회 한홍 수 함께걷는교회 함께만들어가는교회 호남청과 중도매인85 화인웹테크 
화정소망교회

미국
개인

Hojoon & Jichoon L. Ahn, Ye Sook Ahn, Healean An, Jinsoo An, Laurie 
Bachrach, John & Miran Bae, Inki Baek, Clara Baik, Edward & Diane Baker, 
Todd Bartek, John Black, Daniel Bloethe, M. Rosalie Bowker, Heather 
Breedlove, Michael Brown, Marvin & An Ra Buchanan, Yeonhee Kim Buehler, 
Bobbi Casselman, Soo-Mahn Cha, Maria M. Cho, Sunyoung Cho, Janet Choi, 

Jiyoung Choi, Jonghak Choi, Mija Choi, Warren Choi, Man Do Chun, Paul Chun, Hyosoon 
Chung, Jihee & Miran Chung, Kuk Soo & Heeja Chung, Luke Chung, David L. Dolinger, 

미국
단체

21st Century Mission Church, All Nations Baptist Church, Augusta Korean 
Presbyterian Church, Baek Ae Foundation, Ban Suk Korean Baptist 
Mission Church, Bethel Korean Evangelical Free Church, Bisco Charitable 
Foundation, Christ World Mission of Philadelphia,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DuRaleigh Presbyterian Church, First Korean UMC of 

Cherry Hill, Four Corners Foundation INC, Fullerton Presbyterian Church, Gideon Fellowship 
International, Glory Baptist Church of Cincinnati, Harvard University, James Roger Eason, 
Kirk Humanitar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inellas County Inc.,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GW, 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 Nashvil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pen Door Presbytearian Church, Orange Hill Presbyterian Church, Patris Church, Podowon 
Baptist Church, Redmond Korean Hope Church, Southern Best Donuts, Stepping Stones 
Foundation, Inc., The Korean Church of Columbus, ThiNK at Yale, University Korean Church, 
Virginia Presbyterian Church, Woolim Choir, Young Kwang Bible Presbyterian Church, Young 
Sang Lim

독일  Vladimir Dorokhov, Mathis Rosenhauer, Pan Soo Kim, Worl-Sheon Rhee-Park    스위스  
Global Fund Florence Tschanz    싱가폴  Hangjun Cho, Hyun Sun Won    아르헨티나  신동석, 
김승자    유럽  나영신 Otsuka Novel Products GmbH    이탈리아  오블라띠 선교수도회    중국  
중국주전교회 송근수 평도한인교회 안평모    캐나다  Korean United Church of Vancouver, 
Disciple Methodist Church, Alpha Korean United Church, Toronto Korean Milal Church, 
Jung Mi Choi, Jinwon Kang & Yonghee Park, HeaLan Hur, Jangkyu Park & Hyunja Lee, 
In Lee    프랑스  Cottet Cecile, d’Ambrières Woldemar et Raphaële, De Castelbajac Marie 
Alix, Fr. Christophe Berard, Got Alix et Mathleu, Grésillon Benoit, Lambert John, Mayrand 
Daniel, Mirabaud Fleur, Noirot Philippe, Pirmez Victor Marc R., Trinelle Jean-Pierre et Agnes, 
Anne Otero Del Val    호주  Amy Constable, Boaz Hands, Campsie Surgery, CBA Mission 
Support, Choung Ja Kim, Eun Jin Ji, Epping Presbyterian (Korean) Church, Eun Young Choi, 
Happy Cell Group, HOF Church, Hyun Joo Im, Julia Shin, KCPC Bell One Family Church 
Mission Team, KCPC Deborah, KCPC Esther, KCPC 권사회, KCPC 나오미회, KCPC 백은옥 Cell 
강경미, KCPC 제4전도회, KCPC 정복영, KCPC 중앙장로교회 이순애 Cell, KNAA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Australia), Luna Cha, Mi Soon Kim Sydney KCPC SHKim, Paul Lee, Paul 
Maynard, Sharon Ahn, Soo Yeon Chang, Suhee Park, Sung Chul Kang, Sue Yim, Sun Ju Park 
& Han Sang Choi, Sydney Young Nak Church Mission Committe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Australia (WCNF Australia), Yura Koo, 김순필 Cell, 맑은샘회, 손명희

최영철 최영혜 최영희 최영희 최용관 최용근 최우석 최원혁 최윤봉 최윤정 최윤희 최은미 최은숙 
최은영 최은자 최은주 최은진 최인권 최재일 최재칠 최전옥 최정민 최정호 최정화 최정환 최정희 
최종삼 최종숙 최종운 최종철 최주아 최준애 최지나 최지형 최지혜 최지환 최진 최진영 최진우 최창길 
최창수 최철웅 최춘일 최태석 최학연 최해익 최혜영 최혜진 최홍규 최홍산 최후락 최희선 최희정 
추정우 추진해 탁현진 평수영 표인권 하기완 하루 하무수 하미화 하민집 하선희 하숙자 하승곤 하영철 
하전수 하준선 하지영 한경순 한금미 한동수 한만권 한만훈 한민숙 한상균 한상렬 한상수 한선희 
한선희 한세희 한소희 한승규 한승훈 한영원 한윤희 한은정 한의수 한재영 한정은 한정임 한정향 
한진석 한진희 한태식 한현옥 한호성 한홍일 한희정 함동균 함성한 함은희,이완휘 함현주 허노덕 허란 
허수정 허숙미 허애숙 허영 허윤경 허인구 허재용 허점순 허정원 현선양 현연지 현은아 현장희 홍광식 
홍동현 홍선희 홍성도 홍성복 홍세출 홍수민 홍순옥 홍승복 홍아림 홍영돈 홍예람 홍재경 홍점희 
홍주봉 홍진우 홍진표 홍진희 홍채문 홍하선 홍혁식 홍효탁 황겸 황계호 황덕진 황덕환 황미옥 황선영 
황성수 황성우 황세운 황수경 황수지 황의열 황의중(고 황경수, 고 황석현) 황인경 황인덕 황인선 
황춘랑 황현경 황현경 황호경 황희종 Arirange Doris Kim Ernesto Kim Jeongwook Park Rachel 
Woo Stephen W. Linton Wayne Reeves

송상락 송상윤 송상호 송상희 송선자 송승현 송승환 송영근 송영아 송영우 송웅석 송유경 송은진 
송재현 송정근 송종철 송태호 송파광성교회 김성철 송현우 송형우 송호은 수병원 순복음믿음교회 
이상윤 목사님 신경용 신광선 신도현 신동섭 신동수 신동수 신동익 신명진 신미경 신미숙 신민정 신상은 
신선영 신승수 신승철 신애향 신영희 신예랑 신용곤 신유정 신윤종 신은식 신익승 신재혁 신정아 
신지연 신한글 신현석 신현우 신현욱 신형근 신혜륜 신화영 신희석 심경서 심명숙 심민찬 심병준 심상우 
심소형 심숙희 심아름 심양희 심정택 심준엽 심현주 심혜영 심홍식 심홍식 안광병 안남재 안만우 
안면환 안미숙 안병열 안병주 안병준 안병철 안상달 안성준 안세진 안순홍 안신영 안영주 안은숙 
안장균 안재만 안재원 안정민 안지혜 안창영 안충석 안태호 안현미 안호 안홍성 안효빈 양다경 양다현 
양명진 양병규 양옥희 양우철 양은예 양은현 양정수(민정숙) 양해민 양해생 양해운 어관 엄미희 엄영섭 
엄웅자 여명훈 여석준 여태명 연민호 연숙진 연의송 염성열 염시온 염정필 염혜정 염흥섭 오경균 오광욱 
오규섭 오기영 오명옥 오문성 오미화 오상무 오상표 오성 오승우 오승재 오여경 오영란 오용환 오은영 
오은정 오정교 오정현 오정환 오준탁 오태훈 오형국 오혜령 오혜림 오혜숙 오혜종 옥영무 옥일권 왕덕립 
왕윤정 용환일 우내단 우리라 우리반석교회 이희경 목사님 우명애 우석스님 우수연 우승민 우완제 
우준경 원선영 원양선 원유정 위도복 위수완 유가인 유근선 유내선 유동성 유명권 유미배 유미향 
유복달 유사무엘 유서윤 유서하 유세희 유수곤 유수철 유숙경 유신애 유신옥 유영아 유영태 유영학 
유옥숙 유옥영 유윤경 유은경 유은영 유은희 유인선 유재범 유정순 유정훈 유종곤 유종남 유준호 
유창식 유창호 유태성 유학상 유혜정 유호영 유화순 육근난 윤갑석 윤경년 윤광호 윤권하 윤명숙 
윤미영 윤민호 윤병진 윤보열 윤석규 윤선영 윤성진 윤성필 윤성훈 윤영식 윤유미 윤은년 윤은상 
윤은주 윤정섭 윤종근 윤지은 윤지혜 윤태완 윤한나 윤형규 윤형덕 윤혜성 윤혜정 윤효원 윤희영 
윤희준 윤희진 은어처럼(김경호) 이강봉 이강영 이강우 이건 이건석 이건영 이건자 이경래 이경미 
이경민 이경아 이경엽 이경은 이경태(안은희) 이경화 이경화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계영 이고운 
이과진 이광기 이광미 이귀섭 이규성 이근기 이기수 이기영 이기태 이나경 이나경 이난주 이남훈 이남희 
이다화 이대은 이덕엽 이덕예 이덕희 이도희 이동기 이동명 이동욱 이동현 이동현 이동형 이동휘 이두희 
이란식 이만희 이명경 이명규 이명인 이명진 이명호 이문균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숙 
이미자 이미정 이민규 이민영 이민우 이범서 이범태 이병교 이병구 이병덕 이병래 이병래 이병래 이병석 
이병석 이병선 이병선 이병일 이복순 이복자 이빛나 이상길 이상민 이상수 이상승 이상원 이상윤 이상준 
이상천 이상혁 이상현 이상훈 이상흔 이상희 이선아 이선정 이선호 이선희 이설 이성고 이성곤 이성숙 
이성실 이성애 이성중 이성현 이세정 이소라 이소민 이소연 이수룡 이수미 이수민 이수연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순석 이순섭 이순영 이순용 이순혁 이순현 이순호 이승빈 이승열 이승엽 이승용 
이승욱 이승종 이승진 이승혁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시명 이시은 이시훈 이애란 이억남 이언미 
이연심 이연진 이영구 이영기 이영목 이영무 이영수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이 이영진 이영진 이영창 
이영철 이영하 이옥주 이왕철 이용범 이용육 이용찬 이용해 이용희 이우송 이우엽 이우인 이우형 
이우형 이욱진 이운학 이원섭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경 이윤자 이윤정 이은경 이은성 이은수 
이은숙 이은정 이은주 이은희 이이철 이인경 이인숙 이인애 이일춘 이장규 이장규 이장우 이장희 이재권 
이재선 이재성 이재엽 이재완 이재찬 이재형 이재호 이재희 이점이 이정남 이정대 이정배 이정석 
이정순 이정심 이정원 이정원 이정원 이정일 이정태 이정희 이정희 이제인 이종구 이종근 이종민 이종혁 
이종호 이종호 이주상 이주영 이주임 이준서 이준성 이준우 이준일 이준철 이준형 이중희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예 이지용 이지운가족 이지원 이지은 이지음 이지현 이지환 이진행 이진혜 이창만 이창우 
이창인 이창훈 이채은 이철수 이춘명 이태만 이태영 이태원 이하종 이학균 이학성 이한 이한림 이한샘 
이한식 이항석 이해돈 이해옥 이향림 이현교 이현복 이현선 이현숙 이현신 이현용 이현용 이현우 이현정 
이현주 이현지 이현진(김정숙) 이현철 이현화 이현화 이형순 이혜영 이혜영 이혜인 이혜지 이혜진 
이혜진 이호 이홍규 이홍근 이화생 이화인 이효미 이효영 이효준 이후창 이흑용 이흥대 이흥열 이흥주 
이희동 이희선 이희옥 이희종 임경미 임경숙 임경택 임규현 임남희 임대원 임동욱 임동호 임미라 임미송 
임병근 임병기 임봉기 임상선 임상완 임상욱 임석희 임선경 임선미 임성연 임성은 임소연 임수주 임순화 
임승묵 임애향 임영갑 임영미 임영수 임영식 임예린 임예준 임우선 임원영 임유자 임은정 임은정 
임응수 임재민 임정성 임정숙 임정호 임종규 임종성 임종희 임지은 임채범 임춘기 임춘희 임치원 
임현성 임현숙 임형윤 임형준 임혜송 임혜지 임희숙 임희정 장경희 장귀희 장근화 장기일 장남길 장대일 
장돈수 장동수 장동숙 장명실 장미현 장서진 장석주 장석채 장석훈 장성경 장성순 장수영 장순조 
장애방 장영순 장영순 장영아 장영인 장용서 장유나 장윤진 장은경 장은별 장은진 장이내 장정언 
장정호 장준혁 장진선 장진호 장찬휘 장창수 장하나 장환빈 장효진 전경태 전나리 전미경 전민혁 전병찬 
전상훈 전성철 전성헌 전세련 전숙자 전숙희 전승윤 전영란 전영진 전영하 전용환 전우익 전은선 
전은진 전인영 전종우 전지윤 전채홍 전향숙 전현철 전혜경 전호기 전희진 정경미 정경숙 정경순 정경자 
정광준 정구호 정규형 정근인 정근주 정기철 정길자 정다니엘 정대경 정덕기 정덕진 정동문 정동희 
정미란 정미숙 정미영 정병원 정병호 정병호 정보희 정복인 정상묵 정상윤 정석영 정석우 정선희 정성근 
정성용 정성우 정숙자 정숙향 정순월 정순현 정순희 정승규 정애경 정애숙 정양원 정연택 정영란 정영인 
정영주 정영희 정예나 정유정 정유진 정윤주 정은영 정은영 정은정 정은주 정의철 정인숙 정재원 
정재훈 정점숙 정점순 정정숙 정정열 정종선 정준림 정중섭 정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진우 정진욱 
정찬민 정한영 정한진 정해정 정헌주 정현오 정혜식 정효범 정휘진 정희영 정희영 정희욱 정희종 
정희주 제갈양진 조건영 조광현 조남주 조대주 조명자 조명진 조미경 조미숙 조미영 조미자 조민경 
조범석 조상우 조상은 조상현 조상현 조석환 조선금 조선이 조성관 조성욱 조성제 조성진 조성철 
조소현 조수아 조숙영 조숙희 조순경 조순화 조신애 조신오 조연주 조영세 조영수 조영진 조옥숙 
조우진 조원익 조유정 조윤상 조은이 조인규 조인정 조장현 조재규 조정만 조정아 조정희 조주형 
조준목 조준석 조준연 조준학 조철영 조철호 조태일 조학준 조항연 조해봉 조현보 조형근 조혜도 
조혜수 조혜영 조호정 조효순 주경철 주계화 주연미 주영애 주인선 주정업 주해영 지미선 지분술 
지영옥 지형석 지혜민 지효진 진상만 진영지 진용성 차경선 차득선 차상준 차상희 차용태 차윤수 
차일석 차준우 차창훈 차혜원 차희정 채경숙 채미희 채승경 채지혜 채희찬 천윤희 최강주 최경미 
최경섭 최경찬 최국환 최귀석 최규연 최규홍 최기훈 최남일 최대리사 최대호 최덕환 최동익 최동환 
최명희 최문우 최문주 최미영 최민규 최병철 최봉수 최상오 최서연 최석기 최선정 최성용 최수전 
최수진 최순희 최승묵 최시성 최시영 최시온 최안나 최연관 최연욱 최영관 최영란 최영백 최영수 

강경표 강귀배 강기영 강달영 강대선 강대영 강대준 강동혁 강두경 강명아 강명지 
강문순 강미자 강미자 강민주 강민희 강복길 강부석 강상규 강상호 강상호 강선희 
강성달 강성미 강성식 강성원 강성진 강성희 강승훈 강영선 강영중 강원길 강원석 
강유식 강유진 강은아 강은진 강재영 강정아 강정임 강종한 강주화 강지영 강진성 
강철수 강태성 강하중 강향남 강현은 강형규 강혜근 강효헌 강흥중 강희창 계준석 

고광웅 고광준 고광태 고명숙 고명숙 고명지 고병헌 고승훈 고예림 고예원 고유경 고은귀 고은별 고은정 
고이녀 고정덕 고찬기 고현우 고혜만 고혜영 고혜원 고효종 공주열 공형숙 곽금희 곽명손 곽성은 곽세영 
곽숙재 곽유정 곽유진 곽정수 곽정희 곽희호 구영선 구영애 구용우 구유림 구은정 구창완 구충모 
구필회 권구상 권기창 권리영 권마리솔 권명희 권민송 권병만 권병희 권상택 권선영 권성희 권소희 
권송이 권순남 권순성 권순영 권순철 권순희 권오복 권오재 권오택 권오현 권용민 권용준 권은영 
권은주 권정애 권정옥 권정임 권주원 권태우 권해수 권혜은 권희덕 권희명 금상호 기모란 길정수 
길희성 김가영 김갑례 김건영 김건용 김경숙 김경숙 김경아 김경원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화 김경화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광남 김광배 김광천 김교운 김근우 김금자 김기범 김기식 김기원 김기천 김기표 
김기흥 김기희 김나현 김남규 김남식 김남재 김남주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노태 김대석 김대웅 김대유 
김대현 김대환 김덕권(김들) 김덕천 김도완 김도현 김도형 김도형 김도훈 김동 김동길 김동명 김동수 
김동숙 김동주 김라견 김라헬 김락서 김류민 김만기 김만기 김명성 김명숙 김명자 김명한 김명호 김문수 
김문옥 김문자 김문철 김문희 김미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연 김미영 김미예 김미자 
김미자 김미정 김미혜 김민경 김민수 김민애 김민우 김민정 김버들 김별아 김병건 김병곤 김병문 김병일 
김보람 김보령 김보미 김복동 김봉철 김봉철 김봉현 김봉환 김부연 김사랑 김사랑 김삼열 김상덕 
김상도 김상범 김상수 김상언 김상진 김상헌 김상현 김상현 김상환 김상환 김생수 김서란 김서영 
김서진 김서현 김서현 김석곤 김석연 김석원 김석진 김선경 김선규 김선기 김선미 김선애 김선택 김선형 
김선희 김성규 김성덕 김성묵 김성문 김성복 김성삼 김성삼 김성섭 김성오 김성용 김성우 김성웅 김성일 
김성자 김성환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복 김세빈(김현석) 김세영 김세완 김소년 김소연 김소영 
김소임 김소형 김솔 김수란 김수민 김수자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숙이 김숙희 김순덕 김순영 김순주 
김순진 김승신 김승영 김시내 김아름 김애경 김애령 김애영 김양자 김양재 김연곤 김영경 김영모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식 김영식 김영신 김영애 김영옥 김영옥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희 김예린 김예영 김예은 김오수 김옥기 김옥선 김옥주 김옥주 김옥진 김옥현 김용국 김용덕 
김용백 김용산 김용식 김용욱 김용욱 김용일 김용주 김용진 김용현 김용호 김용환 김우영 김욱 김원 
김원경 김원곤 김원기 김원석 김유경 김유선 김윤구 김윤정 김윤현 김윤형 김윤희 김윤희 김은기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진 김이경 김이분 김익수 김인선 김인숙 김인한 김일환 김장영 김재길 김재묵 김재송 
김재연 김재웅 김재한 김재호 김재환 김재희 김점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신 김정연 김정우 김정일 김정태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제학 김종곤 김종국 김종섭 
김종섭 김종은 김종진 김종진 김종한 김종혁 김종현 김주덕 김주리 김주언 김주영 김주완 김주용 
김주향 김준성 김준일 김준호 김중창 김중철 김중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숙 김지애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이 김지태 김지헌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홍 김진선 김진숙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오 김진우 김진욱 김진하 김진항 김진희 김찬주 김창모 김채은 김채현 김철영 김철희 김춘구 김춘덕 
김충규 김치중 김태균 김태근 김태근 김태성 김태수 김태중 김태헌 김태현 김태호 김태효 김태훈 김판식 
김평순 김필원 김하경 김학철 김한규 김한배 김한성 김한열 김해연 김해인 김해지 김행숙 김행자 김헌호 
김혁수 김현 김현경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현철 김현희 김형건 김형국 김형년 
김형대 김형석 김혜경 김혜경 김혜륜 김혜민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호성 김호영 
김홍석 김홍자 김화자 김화자 김환근 김효배 김효선 김효식 김효정 김후정 김흥국 김흥순 김희선 김희수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나금희 나명숙 나미경 나상식 나승균 나영옥 나정웅 남경숙 남경순 남관우 
남궁민 남복례 남봉우 남송희 남숙자 남연우 남정진 남혜진 노기향 노동민 노명순 노미진 노순미 노영재 
노영희 노우영 노웅철 노인숙 노준호 노효종 노희산 도병호 독고영 동춘스테이 김혜진 류도희 류미정 
류병갑 류성복 류운석 류재옥 류재훈 류정란 마종수 맹선배 맹정래 목보윤 무명 문경숙 문덕관 
문로렌비 문미라 문미영 문병규 문성근 문성인 문성진 문성헌 문수영 문숙 문애란 문연정 문영도 
문유나 문윤희 문융 문은희 문일요 문정은 문주원 문주진 문지영 문형일 문희경 민경태 민경휘 민성길 
민성준 민성호 민영지 민정숙 박경미 박경수 박경희 박광준 박규동 박근아 박금자 박기신 박길효 박남두 
박노연 박다니엘 박다민 박다영 박데이비드상민 박도자 박동길 박동옥 박만제 박명우 박무엘 박문수 
박문영 박미 박미경 박미선 박병근 박병윤 박병전 박병준 박병현 박병훈 박상석 박상악 박상열 박상익 
박상조 박상천 박상희 박서하 박석배 박선민 박선주 박성규 박성동 박성철 박성택 박성호 박성희 박세명 
박세아 박세종 박세현 박세훈 박세희 박수련 박수미 박수애 박수진 박수진 박수헌 박슬기 박슬예 
박승제 박시우 박시준 박애자 박연숙 박영규 박영래 박영미 박영섭 박영애 박영일 박영주 박오순 
박용상 박용운 박용학 박용호 박용호 박용화 박우람 박윤정 박윤정 박윤주 박은성 박은정 박은희 
박재건 박재석 박재흥 박점균 박점돈 박정남 박정란 박정민 박정옥 박정은 박정주 박정현 박정호 박정환 
박정환 박제우 박제홍 박종선 박종숙 박종열 박종준 박종희 박주미 박주환 박준 박준철 박준호 박중일 
박지선 박지애 박지영 박지현 박지화 박진성 박진수 박진숙 박진우 박진희 박찬이 박찬일 박찬호 박창서 
박천규 박철규 박철민 박철우 박춘근 박춘순 박춘식 박충심 박치호 박태서 박태정 박판석 박필훈 
박한솔 박해돈 박해선 박향훈 박현남 박현숙 박현영 박현준 박현태 박현호 박현희 박형규 
박형래(조휴근) 박형철 박혜리가족 박혜숙 박혜숙 박혜윤 박혜진 박호영 박홍규 박효일 박흥식 박희건 
박희동 박희성 방승배 방예림 방원석 방은주 방은진 방조자 방지현 방창현 방태환 방학진 배근량 
배봉일 배상태 배성경 배성제 배소영 배안숙 배일호 배정민 배창휴 배춘식 배태후 배현옥 배호기 
백경성 백남준 백민선 백상준 백수경 백승재 백승희 백영훈 백운서 백은정 백을순 백의경 백인경 백인호 
백장군 백정용 백종근 백지현 백찬영 백철민 백충신 백필기 백혜진 범민선 변재광 변진학 변혜주 
변호경 봉정표 새순교회 조형민 서경미 서경순 서경식 서광원 서금숙 서동준 서만식 서미순 서민숙 
서상완 서영호 서요한 서윤순 서자영 서장원 서재문 서재현 서정범 서정필 서증갑 서지엽 서창수 
서현석 서현옥 서현지 석도기 석은진 석희연 설수현 성계숙 성기윤 성기준 성모안과 성미경 성성호 
성수민 성옥자 성자영 성장현 성정모 성찬영 성현주 손명환 손미설 손안나 손옥수 손유비 손은희 
손종남 손지은 손진호 손태혁 손혜련 송가영 송규영 송기대 송기봉 송기영 송명기 송민주 송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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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P. & Soon K. Elder, Wojciech Englart, Thomas Evans, Terry A. Fittro, Alice S. Gim, 
Sooyeon Gim, Global Bride Ministries, Kevin & Nanshil Grady, Stephen Gransback, Kwang. 
Y. Han, Gjiyoung Heo, David & Elizabeth Hopper,  Sophie Huber, David Hwang, Yule Hyun, 
Juletta Inouye, ismilecare, P.C., Myung Ryun Jang, Finis Jeffery, Jin’s Cleaners & Tailoring, 
JJSY Corporation, DBA Barrington Towne Nails, Matthew M. Joo, Joy Partnership Missions, 
SangHo Lee & EunJoo Suh, Jung W. & Sun M. Kim, Dong-In David Kang, James A. Kelly, 
Abraham & Esther Kim, Anthony S. Kim, Caroline Y Kim, Chan Kim, Changsin Kim, Chang 
Se & Myoung Soon Kim, Chung-Whun David Kim, Dukhong Kim, Eungjae Kim, Hye Jin Kim, 
Jaehoon Kim, Jason Kim, John C. Kim, Jongpil Kim, Junghye Kim, Juno & Hubert D. Kim, 
Linda H. & John R. Kim, Myung Hee Kim, Myungsook Kim, Paul Seunghwan Kim, Sandra K. 
Kim, Sanghwa & Gabsook Kim, Sebong Kim, Tae-Wan Kim, Taewon Jonathan & Heejin Kim, 
Uri Kim, Yeong U. Kim, Yong and Mira Kim, Yong Mook & Hae Ryung Kim, Mr. Yong Nam Kim, 
Youjee Kim, Thomas King, Kyoung Sook Kweon, Honghoon Lee & Jaehyang Kim, Benjamin 
& Kathleen Lee, Dong Wook Lee, Elizabeth H. Lee, Hong Seung Lee, Hyun S. & Sam Y. Lee, 
Innsoo Lee, Innsung Lee, Joonsuk Lee, Jungeun Lee, Michelle Lee, ShinWoo Lee, Sun Lee, 
James H. Lim, Stephen W. Linton, You Kyung Lo, Rona S Macias, Margaret MacLean, Kerry 
Mees, Hyunsuk Moon, Susie K Moon, Yubin Moon, Toby A. & Young S. Moore, Benita Moritz, 
Sunghye Mun, David Sean Muttillo, Jennifer Nestrud, Toshi Nobe, John Kapsoo Oh, Kyung 
Won Oh, Denyse Pyo Olsen, Charles & Bella Park, Chung H Park, Deborah Park, Hyun Ju 
Park, John Park, Joon Park, Joon Man Park, Joseph Park, Kang Suk Park, Kenneth K. Park, 
Michelle Miyoung Park, Sung Min & Myung Hyun Park, Naomi Yu Perron, Kimshil Pinegar, 
Michael K Ralston, Abe Reichbach, Remington Reimer, Cliff Ringis, David Michael Roden, 
Patricia A. & T. F. Rolewicz, Gi-Yung Ryu, Michael Schell, In Sook Seo, Jae Eun Seo, Younglan 
Angela Seo, Soon Ae & Min Shin, Shung Tae Shon, Choung Ok Sohn, Ben Son, Chang 
Hee Son, Iljoon Son, Tae Sook Song, Kwang S. Stewart, Young A. E. Stroh, Claudia Suh, 
Myung Ryong Suh, Lauren Teather, Thomas L. & Myeong Hee Watson, William F & Hai Lan 
Li Whelan, Hyunsun Won, Sook Hee & Steve Yim, Keurinlee Yoo, Seung K. Yoo, Sungsoon 
Yoo, Ken C. Yook, Jae Yoon, Ms. Jinhe You, Young & Moon Inc., Young Seok Yoon, Gill Ja Yu, 
Young Jae Yu, Hyun Jung Yun, Yumi Yun, Heun Y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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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한 환자
치료비용 504만 원  치료기간 보통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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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계좌  예금주 재단법인 유진벨(지로번호 5110911)

국민은행 479001-01-080150  |  신한은행 140-003-908224  |  우리은행 298-356991-13-001

하나은행 411-890001-00204  |  병동후원금 신한은행 140-010-801590

후원문의

02-336-8461

*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후원회
Donors in Australia
P.O. Box 5, Strathfield, NSW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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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418-489-654   Email  australia@eugenebell.org 
 eugenebell1995@gmail.com

남미 후원회
Donors in South America
C/O Mr. Kim, Hongsup
AL JAU 1477 APT.82 
BLOCO C-CERQ CESAR SAO PAULO SP CEP 01420-002, Brazil

Tel 55-11-99820-4876   Email  korean@eugenebell.org 
 eugenebell1995@gmail.com

유진벨 캐나다
EugeneBell Canada
3821 Lister St.
Burnaby, BC, V5G 2B9 

 Tel 604-255-7002
Email  canada@eugenebell.org 

 eugenebell1995@gmail.com

유진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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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벨 미국
EugeneBell USA
P.O. Box 777, Andrews, SC 29510

Tel 843-221-5150
Email  english@eugenebell.org 

 eugenebell1995@gmail.com
Web www.eugene-bel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