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씀에 순복하여 
고린도 후서 9장 12-13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
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희생적인 후원과 기도 덕분에 저희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벗들의 사역은 올해도 북한 병원과 요양원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 북한 주민들은 희망과 치유를 많이 경험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의 사실적인   장벽
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저희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벗들은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변화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덕입니다-감사합니다!

2014년 여러분은 약 536만 5천 982불에 상당하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보내셨습니다:

그 밖의 성과

14000 이상 결핵 및 간염 환자들 (장기 의료 시설)
40000 이상 소아과 환자들 (단기 의료 시설)

1470 이상 후원과 격려를 받은 병원과 요양원 직원들! 
29 톤의 야채가 지난 5월까지 의료 시설 그린하우스에서 생산!
•

•
•

•

•  개성에 수천명의 어린이들을 치료 할 수 있었던 칫과 재료와 장비
•  앰블런스, 중장비 그리고 그 밖의 자동차들의 부속품들
•  2 곳의 태양열 수도 시설 설치 완료
•  8 번의 의료/실험실/기술 워크숍의 개최
•  10 대의 지게짐 오토바이
•  11 대의 새 트랙터 
•  12 곳의 환자 요양 시설에 주요 건물 개선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공급
•  14 곳의 태양열 전기 공급
•  17 곳의 요양원장들에게 오토바이 공급
•  27 셑의 트랙터 타이어와 보수 물품 공급
•  31 명의 CFK 회원들이 3번의 연장 방문을 하여 
        59일동안 북한체류
•  43 개의 정수필터와 물통
•  47 세트의 그린하우스 새 비닐과 10세트의 
       그린하우스 덮게
•  57 팔렛의 의약품
•  550 환자용 메트
•  1803 담요
•  3291 개의 의생용품과 수제품
•  15000 봉지의 야채 씨앗
•  75880 개의 고기 통조림
•  북한의 CFK 연수원 건립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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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치유
와 소망을 주는일에 동참하

시길 원하십니까?

올해 모금 목표액:

$300,000
마감 일자:

12월 31일
•  노스 케롤라이나의 물류 창고 완공
•  L노스 캐롤라이나의 수목 및 조경 사업 진행 중
•  133 명의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노역 

뒷면을 보세요,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는 저희의 북한 사역을!

지난 2014년 5월 북한의 12-14세의 결핵환
자들을 방문한후원자 대표인 존 밀러



 어떻게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벗들은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올해 모금 목표액:

$300,000
마감 일자:

12월 31일

여러 달 동안 북한에 감금되어 있던 세 명의 미국인과 최근 북한 정부로 부터 
풀려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희는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안전
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만, 매년 직접적으로 수 많은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서 북한 정부는 저희가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사역하는데 저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증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함께 기도하고, 사역의 순적한 진행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일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급 공무원과 
얼마 전에 나눈 대화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모여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말 뒤어 부정적인 말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백성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요한 일서 1장 18절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쫒는다고 가르치고 있습
니다. 북한 사역을 하는 저희의 헌신, 사역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 온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희를 통하여서 비춰지고, 
어두움을 몰아 내며, 소망과 치유를 가져오며, 두려움을 쫒아 내어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CFK의 도움으로 북한에 여러 요양시설들이 많이 개선 되었
고, 스스로 자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들과 연
락을 가지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후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
랑과 더 알아가기 원하는 서로의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는 더 많은 사역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저희 동역자인 보건
국 요원은 “여러분은 여러 곳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그러나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추가로 더 사역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동정심과 자비함으로 저희
의 답변을 도우 실 수 있으신지요? 신실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와 후원
함으로 저희  CFK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예수 그
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치유와 소망으로 인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
시오.

온라인이나 자동이체는:

개인 수표 헌금:

증권이나 유산을 기부하
고자 하시면:

http://donate.cfk.org

수취인은
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 

주소: P.O. Box 936, 
Black Mountain, NC 28711

Call Terry Smith at 
(828) 66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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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FK가 이 병원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서 요청하였습니다
만 저는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책임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 CFK로 부터 받은 도움을 도로 갚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는 CFK의 도움이 많이 많이 필요합
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규적인 방문과 

후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방 결핵 병원 디렉터

당신은 저희를 도와 북한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확장하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북한의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조선
의 그리스도인의 벗들의 사역 확장을 돕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50불 헌금 - 100구좌

250불 헌금 - 80구좌

500불 헌금 - 70구좌

1000불 헌금 - 40구좌

*모든 후원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저희 단체의 재정에 관한 자료나 세금 혜택 허가증 사본은 저희 노스 캐롤라이나 세무청 919-
807-2214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허가증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5000불 헌금 - 20구좌

10000불 헌금 - 10구좌

특별 헌금____________ 불

가장 시급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헌금이 쓰여 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특정한 사역을 후원하시길 
원하시면 동봉한 봉투에 표하여 주십시오.

“낡은 지붕은 CFK가 와서 다 고쳐 주
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바쁘실텐데도 

시간을 내어서 와 주셨습니다.” 
–지방 결핵 병원장

CFK후원으로 고쳐진 새 지붕의 소아 병
동에서. 자원 봉사자 데이빗 로빈슨이 나

눠 준 쵸코렛을 즐기고 있는 
결핵 환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