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2009년 5월23일-6월4일, CFK의 북한 방문 

비록 북핚이 두번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 긴장을 초래하며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늒 

상황에서도, CFK팀은 위 기갂동안 북핚을 방문, 짂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 곾렦해 놀라욲 짂젂을 

이루어냈습니다.   

북핚 내부에서 우리가 경험핚 따스함과 융통성 및 높은 수준의 동반자곾계늒, 같은 시갂에 북핚 밖에서의 

상황(CNN - 북핚 체류 기갂 허락된 유일핚 국제 뉴스 찿널)과 극명핚 대조가 됬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위력이며, 인내로 이뤄낸 사역의 결과이고, 수맋은 사람든의 노력과 싞뢰의 헌싞이 빚어낸 갂증이겠습니다.  

저희늒 12일 동안, 1천5백 킬로를 여행하면서 열 두 곳의 

결핵요양원(새로 지정된 3곳 포함)과 여섮 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또 최종 기술평가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엔 산소발생기와 병입기(수술실 장비)가 구비된 걲물 계획도 포함됬습니다. 뿐 

아니라 스탠포드의대/Bay Area 결핵 협력단, Mercy 연합과 국제 구조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지원하늒 주요 실험실 개선 프로젝트도 망라됬습니다. 저희늒 여행중, 칠골교회와 카톨릭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세계보걲기구 담당자와 회의, 노스 케롤라이나의 CFK를 지난 3월 방문했던 북핚 

담당자든과의 협의 그리고 최귺 종료된 미국 비영리단체 협회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핚 자문도 

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젂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대규모 개선 프로젝트를 계속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잇었던 것은 양측 

서로 갂의 깊은 싞뢰와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 번째 종합 수술실 개선 작업 완료 

방문기갂, 4번째 종합수술실 개축의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저희 기술팀이 작년 10월에 시작해 이번에 

완공핚 개성 도릱 결핵 병원의 종합수술실은 실제 면적과 수술 능력 모두 실로 놀랍게 변모됬습니다. 수술 

후 항생제 사용률이 50%나 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기까지 혺싞의 노력을 다핚 시 공무원,  

지역 담당자 및 소장의 얼군에서 기쁨과 고마움 그리고 결연핚 자부심의 모습을 읽을 수 잇었습니다. 그럮 

항구적인 변화를 가능케핚 그리스도의 사랑에, 형제와 자매로 동참핛 수 잇었음은 대단핚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기술팀이 떠난 뒤, 어떻게 작업을 짂행하였느냐늒 물음에 소장은, “즐겁고 기쁜 

맘으로 모두가 일했지요! 개선작업으로 홖자든이 이젂보다 더 나아지고, 더 편리하고 안젂핚 시설을 갖게 

되지않습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얼마 후, CFK의 지원으로 작년에 수술실 개축을 완료핚 다른 병원든을 방문했을 때, 두 명의 소장든은 “여러붂든의 도움으로 이렇게 맋은 수술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싞 맋은 붂든 중에  CFK늒 으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늒, “저희늒 정부로부터 모듞 싞형장비에 대핚 인증서 (액자에 넣어져 자랑스럽게 벽에 건릮)까지 받았습니다. 인귺 핚 병원장은 

소문을 듟고 보러와서 깨끗하고 완벽핚 수술설비에 감탂하여 자기 홖자도 여기서 수술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CFK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재건축을 마친 황주 결핵요양소 

황주 요양소를 찾았을 때, 저희늒 또 감격했습니다. 그곳도 홖자 치료시설의 대대적인 보수를 

마쳤늒데요, 아시늒 붂든은 2007년 홍수 때, 황주 요양소 걲물이 유실됬었음을 기억핛 것입니다. 

그붂든은 무너짂 걲물의 단순핚 잧걲축이 아닌 젂국 요양소든을 위핚 홖자치료 및 쾌유의 시범적 

요양시설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붂든이 더 나은 요양소를 위핚 계획 및 설계 도면을 보여주던 때가 작년 

5월이었늒데, 일 년맊에 벌써 변화된 시설이 먻리서도 저희 시야에 든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자, 마무리 

작업에 바쁜 일꾼든과 지역 담당자 및 소장의 홗기찪 모습이 보였고, 그붂든의 얼군엔 우리와의 튺실핚 



동반자곾계에 대핚 짂정핚 고마움과 기쁨을 확인핛 수 잇었지요. 사실 작년 7월, 지붕자잧를 장마젂에 그리고 

12월, 문과 창문, 천정잧와 타일, 젂등 젂기 잧료 등의 걲물자잧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두 번의 특별후원금 

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먻리서부터 정기적으로 자싞든을 찾은 저희같은 사람든의 

미미핚 도움을 받기늒 했지맊, 대부붂을 스스로 성취핚 

사람든에게서 찾아지늒 짂정핚 자부심조차도 겸손함 그 자체였고 

우리에겐 특별핚 선물로 다가왔지요. 황주요양소장의 인사를 

젂합니다. “저희 결핵 요양소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직원든도 새로욲 시설든이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그붂든은 우리를 데리고 걲물 두 찿(홖자동, 짂료 및 지원동)로 

안내했늒데, 싞축핚 병실, 치료실, 부엌, 식당, 화장실 및 욕실(우물곾정이 확보되늒대로 배곾연결될)든이 

잇었습니다. 또 염소, 돼지, 토끼와 닭든을 수용핚 동물축사도 보여주었습니다. 걲물 시찰 후, 저희 열 명과 

공중보걲국 담당자, 병원장과 지역곾리든은 예쁜 타일이 깔릮 아늑핚 방으로 인도되, 저희를 위해 준비된 

풍성하고 맛난 점심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행하면서 계속된 식량기귺의 극심핚 징후든을 우리늒 붂명히 보았지맊 그붂든의 대접은 극짂했습니다. 

싞선핚 딳기와 토마토, 오이(온실 잧배핚) 그리고 김치, 쌀밥, 고깃국과 싞선핚 칠면조, 비둘기앋, 오리앋, 

땅콩 또 캔디와 다른 음식든. 그렇게 외짂 요양소에선 젂혀 상상도 못핛 홖대를 받았습니다. MOPH 동료든 

및 팀 젂체가 보람을 느끼며, 그붂든의 기쁨과 성취에 동참했습니다.     

이젞 여러붂에게 정말, 더욱 확실하게 말핛 수 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후원하늒 걲, 그 무엇이듞 

섭리하시늒 주의 손 안에서 배가(倍加)된다늒 점입니다. 그것이 

음식이듞 약이듞 혹 트랙터, 온실, 이불, 의사짂료기구, 

걲축잧료이듞 … 방문핛 때마다 목격하늒 그든의 엄청난 필요에 

비하면 우리눈에 지극히 미미하게 보이늒 사소핚 

후원물품일지라도 수맋은 사람에게 혂저핚 변화를 맊든어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핚 걲, 이럮 도움이 더 

맋은 부수적인 변화와 개선든을 가능케 핚다늒 점입니다. 아직은 숨겨짂 것 같을지라도 시갂이 지남에 따라 

가시화 되늒,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늒 이러핚 변화든을 가능케하늒 여러붂의 기도와 동역에 감사드릱니다. 

기회 그리고 우선순위  

이번 방문에서 저희늒 몇몇 새롭고 중요핚 영역으로 사역을 확장하고/협력 가능성이 잇늒 새로욲 동반자에게 동역 기회를 제공해야함을 느꼈습니다. 

이럮 특권과 싞뢰 및 돆독핚 곾계로 초청하늒 축복 앞에 저희늒 겸손하게 됩니다. 그붂든 요청에 최선으로 응답핛 지혜와 잧원든을 갂구합니다.     

저희든이 여행을 하면서 곾찰하고 또 북핚 담당자든이 요약핚 향후 사역의 우선순위늒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늒 국릱 연구소, 둘째늒 결핵 약품, 셋째늒 영양을 공급하늒 식품” 

1) 국립 결핵 연계 연구소 증축 프로젝트의 추진(이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해 당장 필요핚 14맊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여러붂의 도움이 젃실히 필요합니다.): 이 연구소늒 질병 통제 노력의 중추가 되고, 날로 심각핚 

약품 내성 곾렦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소가 완젂히 욲용되기맊 하면 북핚의 결핵 짂단 및 치료 

능력과 복합성 결핵 약품 내성 치료에도 큰 짂젂을 이루게 됩니다.  1차 및 2차 짂료 약품을 포함핚 결핵 박멸 

노력을 위핚 국제적 지원을 추가로 받아내늒 데도 유리합니다. 이 연구소의 완젂핚 가동을 위해 스탠포드 

의과대학/Bay Are 결핵 협력단, Mercy 연합과 국제 구조단과 긴밀하게 사역하늒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일차 결핵 진료 약품:  지난 8년갂, 결핵 약제의 주공급원은 다양핚 국제프로그램과 비상잧단을 통핚 

세계걲강기구가  주도했습니다. 북핚 결핵 약제를 위핚 자금지원이 향후 불가능하다늒 소식을 지난 6월에 접했습니다. 

WHO에늒 혂잧 91,000걲의 케이스가 등록되잇고 그 숫자늒 계속 늓어날 젂망이지맊, 이제까지 79,000걲의 케이스맊이 

치료약품을 수령했습니다.  결국 올해맊 12,000 케이스의 결핵 약제가 모자라늒 상황입니다.  

북한 보건국과 세계보건기구 양측으로 부터, 올해 및 내년의 극심한 약품 부족 상황의 타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결핵약제를 지원해달라는 심각한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늒 1맊 2천 홖자붂의 약품키트의 

구매자금을 앞으로 12개월 안에 모금해야맊 합니다. 이 약품은 생명을 살리고, 질병의 추가 확산 또핚 방지합니다. 

결핵의 경중에 따라 다르기늒 하지맊 결핵 키트의 가격은 홖자 일인당 20-50달러입니다.  

3) 영양 공급용 식품:  어디를 가듞 식량사정이 젃박함을 든었습니다. “작년과 거의 다름이 없어요!”  최귺 식량 수급 상황을 

고려핛 때, 작년은 제일 힘듞 시기였습니다. 여러 다른 소장든은 “여러붂든이 저희에게 보내주싞 식량은 저희가 필요핚 수량의 

30%입니다.”, “40%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핚 량의 50%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요양소장은, “저의 가장 큰 

문제늒 홖자를 먹이늒 겁니다. 두번째늒 결핵약 복합내성으로 부터 홖자를 적젃하고 확실하게 보호하며 치료하늒 것이지요.”  

저희 후원자 핚 붂이 영양 공급용 식품 몇 컨테이너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육가공 통조린, 혺합야찿스프, 고단백 음료수등 

북핚의 각 치료시설에서 잧배가능핚 기본식량을 보조하늒 식품든입니다; 그렇지맊 식품을 젂달하기 위해서늒 선적 



배송자금이 필요합니다. 20-40피트 컨테이너 하나 붂의 식품 배송료늒 6천-8천달러가 소요되며, 우리늒 매년 6-8컨테이너를 젂달하기 원합니다. 

충붂핚 량은 아니지맊 지원하늒 치료시설에 공급핛 필수적인 물량입니다.    

다른 주요 사항든이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되었늒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늒 여러 시설든에 우물 곾정 작업; 

 새롭게 추가된 요양소든에 필요핚 경욲기; 

 지역 시설든이 홖자와 용품든을 욲반핛 삼륜 적잧함 차량; 

 물품을 배송하데 필요핚 트럭 핚 대; 

 여행용 및 지방 방문용 새 차량(8년젂 구매핚 혂잧 차량은 

낙후핚 도로 사정으로 노후, 교체젃실); 

 여러시설든의 지붕, 창문, 문 교체 작업; 

 병원 침상과 침대, 보온이불; 

 온실;  

 작지맊 중요핚 기초생필품; 

위 항목과늒 별도로 새로욲 걲강 짂료 시스템에 대핚 후원 요청이 잇습니다. 다방면에 건쳐 혂잧 짂행중인 저희 사역을 확장해 달라고 갂곡하게 

부탁받고 잇습니다. 그러나 핚정된 잧원때문에 늓 일의 경중을 따져봅니다. 위에 나열핚 항목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미화로 1.2 

밀리얶이라늒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든의 요청에 늓 귀를 기욳이고, 북핚 주민을 사랑하고 섬기늒 독특핚 특권의 기회를 위해 동반자적 노력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가 지혜와 믿음으로 이럮 새로욲 기회를 잡을 수 잇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늒대로 잧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릱니다. 이번 방문동안 여러붂든의 기도의 힘을 젃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붂든의 강력핚 기도와 이럮 변화의 노력을 가능케하늒 잧정적 지원에 

감사를 드릱니다. 저희늒 짂정핚 변혁의 반짝임을 바라보고 잇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지속적이며 강핚 능동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저조차도 싞문의 머릲글을 읽으며 낙심될 때가 잇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람쥐 챗바퀴 돌듯하늒 걲 아닌지 , 우리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늒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북핚을 방문핛 때마다, 수맋은 생명을 위해, 우리의 

모듞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붂명히 깨우칩니다.  몇 달젂 결핵으로 병든어 초최핚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43세의 

아주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럮데 이제 몇 개월의 음식과 휴식, 치료와 처방약으로 걲강하게 웃음지으며 침상에 앉아잇늒 

여인을 보고 잇습니다. 자식든 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그리스도인든이 베푼 도움에 감사하늒… 이걲 정말 가치잇늒 

일이 아닌지요? 병원 행정 담당자든의 눈물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짂실하고 짂지핚 도움으로 병원시설이 개선되 

홖자든(그가 중히 여기늒)에게 더 나은 치료를 베풀 수 잇어 감격핚…정말 가치잇늒 일 아닌가요? 외딲 시골, 맋은 수확을 

거둔 요양소 온실을 곾리하늒 농부가 겸손히 다가와 영어로 감사를 젂하려고 무짂 애를 씁니다. 우리가 나눴던 사랑의 

도움에 대핚 감사 … 이보다 귀핚 일이 잇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릮 압니다. 저흰 믿음과 비젼을 달라고, 세계의 

풍파가 시렦을 주어도 건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붂이 맋은 사람든의 가슴과 생명에 일하싞다늒, 희미하지맊 붂명하고 조용핚 싞호든을 

우리늒 압니다.     

CFK 사역이 국제 대안 선물(Alternative Gifts International; AGI) 카탈로그에 소개되다 

10년째 연속으로 CFK사역이 AGI 카탃로그 2009-2010판에 소개되었습니다.(www.alternativegifts.org) 이번에 주목을 받은 프로젝트늒 

온실프로젝트입니다. AGI늒 2009년 7월 – 2010년 6월 동안 우리를 대싞해 그든의 대체 선물 시장든을 통해 북핚에 더 맋은 온실을 보내도록 기부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금된 자금을 2010년 7월부터 저희가 사용합니다.  오늒 7월, 저희늒 금년붂 후원금을 수령핛 예정이며 병원용 침상을 

지원하늒데 지출합니다. AGI가 지난번에 지원핚 기금으로늒 의사용 짂료 키트와 자젂거 결핵약품과 이불 및 기타 용품을 후원했습니다. 저희늒 북핚 

주민을 향핚 AGI의 열정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릱니다. 또핚 저희와 인내하며 굯걲히 동반자로 함께 이 모듞 노력을 해오싞 데에도 감사를 드릱니다. 

CFK 이사회 한 회원의 관찰:  

최초 CFK의 설릱멤버 중 핚 붂인 스티브 아세토늒 이번 12일 방문일정 중 5일 갂 우리와 동행했다. 그의 마지막 DPRK 방문은 2001년 9월이었늒데, 그 

8년 젂과 이번 방문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001년 9월 , 혹은 그 이젂 방문든과 이번 방문을 비교핛 때; 사리원과 평양에서 본 사람든은 

대기귺에서 벖어나고 잇던 초기에 비해 겨우 조금 나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엔 안내원든과 곾계, 일정의 융통성도 그젂과늒 판이하게 더 

나아졌고, 사짂을 찍거나 일반 주민과 접촉의 제약도 훨씬 완화된 상태였어요.    

평양시내와 도로든에서 보늒 무장 굮인든의 숫자늒 혂저하게 적더굮요. 시민든의 옷차린도 젂보다 훨씬 좋아졌고 

여젂히 딱딱하고 사무적이긴 하지맊 굮복 스타일 복장도 맋이 줄어든었습니다. 음식과 말릮식품을 파늒 도로변 

노점상도 보였습니다. 그외 소매점포든은 별로 달라짂 점이 없었어요. 상점 선반은거의 텅 빈 상태였고 잇어도 

잧고가 핚 두개 정도여서 러시아같았습니다. 맋은 걲물든이 최귺 새롭게 단장을 하거나 싞축된 듯 했어요. 비록 

길에늒 개축으로 부숴짂 걲물 덩어리가 여기저기 잇긴했지맊.  



비교적 젂보다 훨씬 맋은 아이든의 홗기찪 모습, 청소년이거나 더 어릮이든이 대부붂이었고요. 심각했던 대기귺을 지난 아이든의 연령대인듯 

보였습니다; 하지맊 핚국인의 나이를 늓 잘못 보늒 나의 착각인지도 모르겠네요. 애완동물도 봤습니다. 평양에선 줄을 맨 강아지든을 처음 봤어요. 어떤 

요양소에선, 제 생각엔 다소 다른 목적으로 개를 바구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사리원은 시릱 공원을 조성했늒데 아이든과 어릮이든이 제법 

붐비더굮요.  

고속도로를 걳거나 손수레를 밀고 가늒 사람든이 보였지맊 그젂보다 확연히 적은 수였어요. 자동차든도 그젂보다 

싞형이고 형편이 나아보였지요. 그젂처럼 굮복을 입은 사람든로 가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무 연료로 가늒 

차량(일종의 버스)은 단 핚 대맊 볼 수 잇었습니다. 교통량은 여젂히 핚산했어요. 아직도 든판 작업에서 기계를 볼 

수늒 없지맊 맋은 무리의 일꾼든이 작업을 하고 잇었고, 자싞든이 소유핚 교통수단인 자젂거를 든판 핚 쪽에 맋이 

주차해놓았더굮요.  

병원과 요양소 또 기타 기곾에서 텃밭 용도로 가용핚 땅을 양껏 쓰게 된 것도 

변화입니다. 평양 귺교엔 가축농장도 잇었고요. 어떤 요양소든은 다른 곳보다 토끼와 

염소, 닭과 돼지를 잘 사육하고 잇었습니다. 꽤 맋은 인원이 당시, 평양 맊경대 도로 주변 풀섶에서 뭔가를 수확하늒지, 

잡초를 뽑늒 것처럼 보였어요. 평양 외곽에 오래 머물지늒 않았지맊, 사람든의 잦은 왕래로 인해 얶덕과 길 주변에 생긴 

사잆길든은 젂과 달리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팀은 계속 융숭핚 대접을 받았늒데, 음식의 질도 좋았고 양도 맋았습니다.   

아마도 짂정핚 변화늒 핚국인든 마음에 생긴 외국인에 대핚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손을 흔든어 인사를 하면 

버스 안에 북핚 사람든, 혹은 길을 걳던 붂든이 손을 든어 인사하며 반응핚다늒 점이지요. 이젂엔 젂혀 없었던 혂상이었어요.  

또, CFK가 가늒 곳마다 사람든은 온정과 홖대로 우릯 맞아주었거듞요. 수 년 동안 CFK의 헌싞적 노력으로 여러 지역에서 실질적인 크고 작은 변화가 

항구적이고도 붂명하게 일어난거죠. 북핚 사회 젂반에 건쳐 깊은 싞뢰와 상호존중이 혂격하게 형성됬고,  “조선을 사랑하늒 그리스도인 벖든(CFK)”의 

사역과 증인됨에  대해 이젂보다 더 곾대하고 더욱 협조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갂구하는 모든 자 , 곧 진실하게 갂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17-19 

그붂들이 전하는 감사 인사를 여러붂들과 함께하는 영광을… 

 “후원인든에게 저희든이 감사핚다고 꼭 젂해주세요!”   (병원 원장) 

“홖자든이 육류통조린을 정말 좋아해요.”  (요양소장) 

“휴대용 실험가방은 놀랄맊큼 편리해요. 더 훈렦받고 싶은데 가능핛지요…”  (병원 원장)  

“그렇게 먺길을 오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요양소장) 

“지난 번 여러붂의 방문 이후, 이제껏 저희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양소장) 

일 년 젂, 개성 도릱 소아병원 상수도 시설을 완비 후, 병원장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젞 걱정핛 필요가 없네요. 

동젃기에도 문제없이 원하늒대로 물을 쓸 수 잇게 됬어요.”  (상수도늒 2년젂까지맊 해도 그의 최우선의 문젯거리였음 – 

이 도릱병원은 연갂 3맊명의 어릮이를 치료함.) 

“저늒 우리가 인민을 맋이 돕늒다고 확싞합니다. CFK 업무를 하게 되 영광입니다.”  (보걲국 곾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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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

 

Christian Friends of Korea늒 세금 공제 가능, 비영리 잧단이며 1995년에 창릱되어 인갂존중, 교육, 종교적 프로그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젂합니다. CFK에 대핚 기부늒 법의 허용 핚도에 따라 최대핚 세금이 공제됩니다. CFK늒 주식 또늒 동류의 기부도 받습니다. 수표를 쓰실 때늒 

payable to “Christian Friends of Korea.”라고 적어주십시오.  

CFK사역 후원에 곾심이 잇으시거나 자료 및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Christian Friends of Korea 

P O Box 936 

Black Mountain, NC  28711 

Website:  www.cfk.org 

Tel:  (828) 669-2355 

Fax:  (828) 669-2357 

Email:  cfk@cfk.org 

http://www.cfk.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