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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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 등을 공급하며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후원과 더불어 2019년에는 C형 간염의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9 년 소망의 선물들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안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후서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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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의 (1개당) 운송 비용: $6,000 
• 일반 행정 비용 및 제 비용: $6,300/1주 

2019년 총 목표액: $425,798

B형 간염 HOPE 프로젝트

추가적으로 허가가 진행 중인 사역들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열거된 물품들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겹겹이 
쌓여있는미국/유엔/중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관세 통과수속,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요양소들은 계속 아래와 같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대북 제재의 요구조건들이 충족되는 즉시, 저희 사역을 모든 
범위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양소들이 현재 필요한 것들은 트랙터, 
비닐하우스 세트, 비닐하우스 교체용 비닐/끈, 재충전 가능한 조명, 의사 의료키트, 
환자용 바닥 매트, 우물 굴착, 수도 시스템 설치, 실험실 및 요양소 개조 입니다.
 

2019년 총 목표액:  $300,000

온라인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s://donate.cfk.org/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사역의 범위: 2018년 10월 현재, CFK는 강화된 대북제재의 상황 
속에서 아래와 같은 사역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 진단용 소모품들: 클리닉 한 곳당 $5,000 
  
CFK는 다음 실험실 개조를 위하여 허가를 
취득합니다 
• 실험실 개조 및 설치: $100,000 
• 실험실 자재: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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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후원 

의료용품 키트: 의료 용품 키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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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총 목표액: $30,000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요양소들과 병원들로 하여금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시설들은 환자들과 
스탭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1년 내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F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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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 용 비닐: $435 • 새 비닐하우스 키트: $4,100  
2019년 총 목표액: $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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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계들은 현재 전면 교체 또는 부분적 부품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또한 CFK팀이 방북 
시에 요양소들을 방문하며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필요합니다. 트렉터 한 세트당 타이어, 벨트 및 부품 교체 비용: $750 
트랙터 및 트레일러 1세트 전체 교체 비용: $2,850 • 자동차 및 부품들: $60,000 2019년 총 목표액: $11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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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총 목표액: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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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충전이 가능한 Luci 조명은 한번의 충전으로 6-8시간 정도 지속되며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Luci 조명 한 개 구매비용: 2019년 총 목표액: $12,000

결핵 및 간염 요양소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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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총 목표액: $200,000

 

환자용 바닥 매트 및 병원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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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한 프레임, 매트리스, 침대시트, 베개 및 베개보가 있는 수동 병원 침대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환자 1명용 매트 구입 비용: $27 • 환자 100명을 위한 매트 구입비용 : $2,700 • 병원 침대 세트: 한 세트 당 $300 
2019년 총 목표액: $153,750(1,250개 매트 및 400개의 침대 구입)

수제 물품들: 후원자들이 수혜자들과 매우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뜨개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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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프로젝트: 풍부한 양의 깨끗한 물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개선합니다 CFK는 지금까지 각기 다른 18개 지역에 태양열/
중력 급수 시설을 설치해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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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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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 배수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자재 (3곳): $54,000 • 수동 양수기 130개 설치: $50,000   
식수 여과 장치 & 양동이 한 세트: $60 2019년 총 목표액: $2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