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 소망의 선물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6. 10-11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CFK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항 바이러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간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는 상당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CFK는 간염 요양소들에 
음식, 일반 의약품, 비닐하우스, 
깨끗한 식수 등을 공급하며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후원과 더불어, CKF
는 2016년에 간염 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함으로 간염의 진단, 치료, 예방 
활동등을 추가하였고 이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실험실 개조:  $55,500 
• 진단용 소모품들: $30,000 
• 의료 교육 및 여행 경비: $75,000 
• 실험실 자재:  $40,000

풍부한 양의 깨끗한 물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개선합니다 CFK
는 지금까지 각기 다른 18개 지역에 
태양열/중력 급수 시설을 설치해왔으며, 
2018년에는 최소 3개 이상의 추가 
지역에 이 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파트너 단체인 Wellspring 
of Life 와 그들의 지역 협력자들을 
통해 일하고 있는데, 주로 CFK가 
후원하는 시설들에 우물을 굴착하고, 
수동 양수기를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그 후, CFK 팀원들은 그곳에 돌아가 
시설에 지속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물탱크, 태양 전지판, 중력 가동 급수 
시설을 설치합니다. 대부분의 배수 
시스템들은 설치하는 데에는 약 $18,000
의 비용이 듭니다. 각 시설에 영구적인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개별 식수 
여과장치들이 여러 해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것입니다. 

• 우물 한 곳을 굴착하는 데 드는 비용:    
  $3,000-$5,000  
• 배수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자재:  
  $18,000  
• 식수 여과 장치 & 양동이 한 세트:  $60 

많은 시설들이 낙후되어 지붕은 
30-50년이나 됐고, 문과 창문에서는 
외풍이 심하게 새어 들어오며, 위생 
유지에 필수적인 바닥 타일 및 
벽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12곳 이상의 시설들을 개조하는 
작업을 끝마쳤지만, 다른 몇 군데 
시설들도 저희에게 비슷한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CFK는 새로운 창문, 
문, 지붕/천장 자재, 바닥/벽 타일 등을 
요양시설들에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건설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조프로젝트는 약 
$9,925-$103,000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희망 정수 프로젝트 결핵 및 간염 요양소 개조 

• 2018년 총 목표액: $200,500 • 2018년 총 목표액: $102,000

• 2018년 총 목표액: $200,000

온라인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웹사이트 

https://donate.cfk.org/en

를 방문해 주세요   



이 카탈로그에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P.O. Box 936, 
Black Mountain, NC 28711 • 828.669.2355 • Email: cfk@cfk.org 저희 웹사이트 www.donate.cfk.org를 방문하셔서 

수표나 온라인 뱅킹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프로젝트에 할당된 후원 목표액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모아질 경우, 저희는 그 기금을 유사하거나 더 긴급한 사항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 밖의 중요한 시설 지원 사항들  
일반기금: 저희는 주요 프로젝트들을 위한 특정 기금들을 항목별로 모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해 주신 일반 기금은 우리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음식이나 의약품 의료 
장비를 위한 운송 비용을 지원하며,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특별한 용도에 배정하기엔 너무 작은 
물품들을 재조정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일반 기금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긴급사항이나 자연 재해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줍니다. 일반 기금이 쓰여지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용 컨테이너 1개의 조달 비용: $5,000-$15,000  
40 피트 컨테이너의 운송 및 점검 비용:  $8,000
일반 행정 비용 및 제 비용:  $26,285/month • 2018년 총 목표액:  $434,390

수제 물품들: 후원자들이 수혜자들과 매우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뜨 개질로 
옷이나 담요를 떠서 보내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물건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감동을 
전달합니다. 일년 내내, 우리는 모자, 장갑, 목도리, 스웨터(유아용부터 성인용까지), 담요, 인형 등을 
모읍니다. 보통 매년 가을, 환자들과 스탭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그 물건들을 나누어 
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용 바닥 매트: 북한에 있는 비 수술 요양소 환자들 중 대부분이 방 바닥 위에서 잠을 자는 
한국식 잠자리를 선호합니다. 딱딱하고 종종 난방이 되지 않아 찬 바닥에서 자는 환자들에게 
저희는 쿠션과 방한 기능이 있는 고밀도 고무 매트를 더 많이 보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자 1명용 매트 구입 비용: $27 환자  • 100명을 위한 매트 구입비용: $2,700 
2018년 총 목표액: $33,750 (1,250개의 매트 구입) 

의료용품 키트: 의료 용품 키트들은 대부분, 청진기, 혈압 측정기, 온도계, 손전등과 같은 의사/
간호사들의 기초적인 진찰용 기구들로, CFK 로고가 찍힌 가방에 담겨 전달됩니다.
의사용 키트 1개: $180 • 간호사용 키트 1개: $120
2018년 총 목표액: $30,000(의사용 키트 100개/ 간호사용 키트 100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요양소들과 병원들로 하여금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시설들은 환자들과 스탭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1년 내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FK
는 수십 개의 중형/대형 비닐하우스들을 북한 내 시설들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2년마다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비닐 교체 비용의 지원, 그리고 새로운 
요양소들에 보낼 비닐하우스의 구입 비용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2018년 총 목표액:  $56,000

농업 및 수송 차량 지원: 보행용 트랙터들은 트랙터, 트레일러, 경운기, 쟁기, 관개용 양수기 등으로 
구성된 세트로 구매됩니다. 시골 지역 시설에서 그 장비들은 하루에 약 5~8시간씩 사용되며, 
다음 교체 시기까지 보통 5~6 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지원 시설 모든 곳에 
트랙터들을 공급해 왔지만, 이제 많은 기계들은 전면 교체가 필요하거나 부분적 부품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렉터 한 세트당 타이어, 벨트 및 부품 교체 비용: $750 
트랙터 및 트레일러 1세트 전체 교체 비용:  $2,350
2018년 총 목표액:  $52,380 (예비 부품 28세트 및 트랙터 18개 교체 비용)  

여행 경비 및 의료 교육 비용: 공중 위생부는 저희가 더 많은 의료 훈련을 개최하여 북한 
직원들이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은 이러한 전문적 자격이 있는 자원 봉사자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의료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금은 의학 전문가들의 여행 경비와 훈련용 장비 
지원, 현장에서의 의학 도서관 확장 공사에 도움을 줍니다. 
1인당 여행 경비: $4,000 • 2018년 총 목표액: $40,000

태양에너지 조명: 기존의 송전망으로 공급되는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 해가 지면 대부분의 결핵 
치료 센터나 간염 센터는 캄캄한 어둠에 덮입니다. CFK는 스탭들이 해가 진 후에도 읽고, 일하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을 시설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CFK 의 조명 시스템은 다기능 태양열 재충전 시스템으로서, 12볼트 LED 조명 및 
휴대폰 충전용 USB 포트들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 가능한 Luci 조명은 한번의 충전으로 6-8
시간 정도 지속되며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12V, 18AH 조명 시스템 1개:  $370 • Luci 조명 한 개: $15
2018년 총 목표액: $16,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