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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해주신 회원님들의 나눔실천으로,

아드라는 지난 한해도 돌봄이 필요한 세계 곳곳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아드라는 세계 118개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였습

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종 재난재해로 실의에 빠진 피난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6년째 이어오고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노숙인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도시락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추운겨울을 보내야할 이웃들에게 월동물품을 지

원하였으며 의료비지원,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아드라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이며,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드라와 회원님들이 함께 만들어낸 좋은 변화의 성과들을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드라의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아이들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이 담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드라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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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아드라

아드라는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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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적인 국제 민간구호단체입니다.

선두적인 국제 민간구호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아드라는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구호 및 개발활동

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18년 미국에서 설립된 민간원조단체

로서 1997년, 유엔(UN)경제사회이사회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

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국제NGO입니다. 

아드라코리아는 1995년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공식 등록

된 국제개발구호기구로 118개의 아드라 국가사무소 중 23개의 지

원국 사무소에 속하여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소외 계층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아드

라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리더를 배출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영적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

니다.

ADRA is..Where 
W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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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라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민족적, 정치적, 인종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6천여 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난민지원, 식수지원, 교육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To serve humanity so all 
   may live as God intended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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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로힝야 난민 지원사업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는 100만 명 넘는 로힝야 난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3월 22일 3개의 캠프 구역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10,100채의 대나무 판잣집이 전소하였고 4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

다. 아드라는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바샨차르로 이송된 로힝야 난민들에게 쌀, 렌틸콩, 식용유 등 식량을 지원했습

니다.

식량을 지원받은 난민의 수

2,320명

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베네수엘라 난민 커뮤니티 키친 지원사업

아드라코리아는 베네수엘라 경제난민을 위해 에콰도르를 통과하는 국경지역 와끼야스 주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커뮤니

티 키친을 운영하였습니다. 

따뜻한 아침과 점심 배급, 식수를 공급하고, 식권을 제공하여 난민·이주민과 지역주민 취약계층의 존엄성을 보호하였습니다, 더

불어 UN국제기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긴급대피소 서비스와 인신매매 및 성폭력 피해 방지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 지원

을 시행하였습니다.

식사를 지원받은 베네수엘라인의 수

7,212명
지원된 식사

9,3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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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미얀마 피란민 긴급식량지원사업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 유혈사태로 인해 23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고, 급히 피란길을 떠난 이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이에 아드라는 현지 지역의 물자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로컬 파트너와 협력하여 피란 중인 이들에게 기초 보건서비스를 지

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카야 주에서 식량키트(쌀, 병아리콩, 식용유)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카인 주에서도 식량키트를 지원하였

습니다. 

식량키트를 지원받은 사람의 수

7,860명

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아이티 지진피해복구사업

아이티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천여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1만 2천 명, 30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32

개의 의료시설이 파괴되었고, 13만 7천 가옥이 파손되고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드라는 바로 비상사태 대응팀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에게 식량과 식수 및 생활용수, 위생키트, 그리고 텐트를 제공했습니다.

아이티의 갱단의 국가 장악으로 인해 인도적활동 중에 위협이 있었으나, 아드라는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원물품(긴급식량, 위생물품, 텐트)을 받은 가정의 수

1,000가정

* 아드라 미얀마 사무소의 요청으로 미얀마 피란민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 가림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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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에티오피아 내전 피해 지원 사업

계속되는 에티오피아의 내전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란민이 되었습니다. 

아드라는 수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 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함으로 아드라의 지원 물자가 수혜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

었습니다.

식량 및 식재료를 지원받은 가정의 수

600가정

13

해외
아동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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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의 후원
(엄마의 이야기)시골에 살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 때였어요. 

TV에서 어떤 연예인 부부가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부러웠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었을 때 

아동후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게 기억났죠 아드라코리아에서 

아동 결연 사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 기뻐하며 후원을 시작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업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어요.

(딸의 이야기)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해외 선교 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이후 대학생 때 해외 봉사에 참여하며 어떻게 해외 아동들에게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어머니께서 

아드라를 통해 후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후원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방글라데시 

135명
캄보디아

191명
네팔

85명
인도

53명
필리핀

82명
미얀마

110명
베트남

180명

2021년 12월 기준 

해외 사업: 해외 아동 후원 해외 사업: 해외 아동 후원자의 이야기

“저의 발길을 일터가 아닌 학교로 인도해 주세요.”

2021년 아드라코리아 사업보고

아드라는 세계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주변 환경에 의해 묻히지 않도록,

아이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동후원사업에서는 7개 국가, 22개 사업장에서 836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에 555명의 멋진 아드라 후원자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해외 아동 후원 현황

후원자 이야기: 어머니 최경숙 후원자님은 에덴요양병원 간호사로, 

2016년부터 6년째 후원하고 계시며 딸 정예람 후원자님은 의사로 2021년부터 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16 17

2021년 아드라코리아 사업보고2021년 아드라코리아 사업보고

국내 사업: 지역사회 복지지원

노숙인무료급식사업(서울시 지원)

2007년부터 같은 자리 16년째, 아드라는 그곳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아드라는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매주 100명 가량의 노숙인 및 쪽방 거주

민이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코로나로 무료급식소들

이 줄줄이 문을 닫는 가운데, 끼니를 거르시지 않도록 간편식 

패키지를 구성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컵밥류와 두유, 과일로 

구성하여 건강하고 든든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드라의 식사 지원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드

라의 무료급식이 지금껏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이

유는 꾸준히 함께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여러 기부자들

의 마음 따뜻한 나눔 덕분이었습니다. 

[무료급식에 도움주신 분들]

강정수   강종덕   고영경   곽에스더   구효민   권하영   김길형 

김대성   김명환   김보경   김성엽   김수빈   김은별   김의림 

김정민   김정희   김주혜   김혜영   김혜원   박규현   박봄이 

박선남   박소형   박찬양   배영숙   서영숙   서정원   송유진 

신용호   윤미경   이상희   이석진   이용희   이정희   이진리 

이현용   이희주   장태엽   정소영   정예찬   최계순   최상진 

최새롬   최소연   하예진   홍인식   황윤환   가락동교회 

강남학원교회   강서교회   대방교회   대학국제교회   망우동교회 

묵동교회 별내교회 별내행복교회   사릉교회   삼육대학국제교회 

서울영어학원교회   서울중앙교회   순창교회   여의도말씀진리교회   

청량리교회   청평교회 파주국제교회   한국삼육고교회

식사를 지원받은 사람의 수

 2,495명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수

178명

국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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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 지역사회 복지지원

국내 위기가정 지원사업

국내 사업: 지역사회 복지지원

국내 재해 지원사업

아드라는 2010년부터 국내위기가정을 위한 김장김치를 전달해왔으며 올해로 12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해에도 다가오는 겨울

을 맞이하며 김장김치와 라면으로 겨울철 위기가정의 밥상에 소소한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겨울이 그들에게 너무 힘든 나날이 되지 

않도록 아드라는 지속적으로 위기가정지원사업을 이어나갑니다.

화재로 인한 주택 전소, 냉해 및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돌풍으로 인한 하우스 피해, 폭설로 인한 가옥 파손 등, 올해에도 갑작스러

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드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선정하여 이들이 아픔에서 회복하고 재개할 수 있

도록 지원했습니다.

국내 재해 복구 지원을 받은 사람의 수 

24가구
물품 지원을 받은 가정의 수

44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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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 지역사회 복지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아드라는 매년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환자를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

205,000,000원

특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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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업: 해외 현지 조사

방글라데시 농민역량강화사업

특별 사업: 세계시민학교

세계시민학교

방글라데시는 세계 4위의 쌀 생산국이면서도 낮은 벼 생산성과 수확 후 높은 손실률 때문에 여전히 상당한 양의 쌀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습니다. 쌀 건조 및 저장 공간의 부족, 수확 후 관리 지식 부족으로 인해 저장량 없이 바로 중간 상인에게 판매하는 등

의 관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확 시기에는 쌀 가격이 폭락하고 쌀이 부족한 비수확기에는 다시 비싼 시장가격으로 사게 되

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농산업개발원(KADI)과 협력하여 농민들을 교육하여 적

절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모색했습니다.

집중그룹토론(FGD)을 시행한 횟수

10건, 81인
세계시민학교를 참여한 학생들의 수 

179명
핵심정보원인터뷰(KII)를 시행한 횟수

17건, 71인
세계시민학교 수업

2회

세계시민교육이란?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의 글로벌 이슈에 관해 배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지구에 살고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 

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부산삼육초등학교와 연결하여 아드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비영리단체와 나눔교육 소개, 동화 구연, 퀴즈 형식으로 이틀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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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업: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DAK 운영위원회 및 분과회의 참석

참여한 분과위원회 분야 

3개
참여한 분과모임

9회

특별 사업: YP 인턴 수기

조수정 인턴의 이야기

대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선교와 봉사활동을 위해 

1년간 필리핀 오지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을 존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동의 교육권과 젠더 이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국제 사회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생겨 국제협력 분야로 진로를 정한 후 

KOICA YP에 합격하여 아드라 코리아에서 7개월간 인턴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NGO 운영 방식과 모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인턴인 제게도 큰 기회를 주셔서 

세계시민교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향후 미국 앤드류스 대학 국제개발학 석사 과정에 진학할 계획이며 

해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로 배우고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라코리아는 개발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KOICA의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제4기 운영위

원회와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의 2개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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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정보고

아드라코리아는 후원자님들의 귀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아드라코리아

의 연간 수입총계는1,089,291,816원, 지출총계는 1,089,291,816원이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내역 금액 비율

후원금  918,174,996 84.29%

보조금  39,307,811 3.61%

기부물품  75,924,200 3.97%

잡수익 55,884,809 5.13%

합계  1,089,291,816 100.00%

잡수익

기부물품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운영비

간접사업비

재가물품

물품지원

국가지원사업

아동결연사업

해외구호금

국내구호금

수입

 

내역 금액 비율

국내사업 161,408,259 14.82%

해외사업  67,568,542 6.20%

아동후원사업   212,137,296 19.47%

보조금사업 33,071,881 3.04%

물품지원  59,834,260 5.49%

재가물품  14,889,350 1.37%

간접사업비 160,982,016 14.78%

운영비 58,398,047 5.36%

이월금  321,002,165 29.47%

합계  1,089,291,816 100.00%

잡수익

기부물품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운영비

간접사업비

재가물품

물품지원

국가지원사업

아동결연사업

해외구호금

국내구호금

1.37%

5.49%

3.04%

19.47%

6.20%

14.78%

5.36%

14.82%

29.47%

합계

 1,089,291,816원

해외사업  

67,568,542 원 

아동후원사업

212,137,296 원 

보조금사업

33,071,881 원 

물품지원 

59,834,260 원 

이월금

 321,002,165 원 

운영비

58,398,047 원 

국내사업

161,408,259 원 

재가물품

 14,889,350 원 

간접사업비  

160,982,016 원 

지출

 (기준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합계

  1,089,291,816원

84.29%

5.13%
3.97%

3.61%

후원금

918,174,996 원 

기부물품

75,924,200 원 

보조금

 39,307,811 원 

잡수익

55,884,8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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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후원자명단

강   윤 강경선 강경수 강공수 강광석 강난주 강   동 강명길 강명숙 강문기 강미단 강미자 강민옥 강민희 강병주 강병진 강보경 강보화 강복선 강상진 강석규 강석연 강석우 강선구
강선영 강성철 강소안 강송례 강수중 강수지 강순기 강순화 강양선 강영선 강영숙 강영애 강영자 강영주 강영중 강옥용 강요한 강용선 강유민 강윤경 강윤구 강윤식 강윤호 강은경
강은덕 강을규 강의원 강일택 강전용 강정수 강정애 강정혁 강종덕 강종숙 강지숙 강진희 강천수 강춘분 강하식 강현구 강현숙 강희관 강희덕 강희만 강희은 강희자 강희정 계미옥
고갑식 고광석 고규옥 고봉숙 고상일 고선애 고수열 고승석 고영경 고영자 고영희 고월선 고임석 고정숙 고정순 고종욱 고중경 고칠선 고한나 고현미 공경순 공복수 공상수 공수점
곽경관 곽경숙 곽맹심 곽병철 곽삼남 곽성길 곽옥환 곽윤옥 곽은실 곽정미 곽준철 구명모 구병도 구상회 구연순 구원모 구은희 구자영 구정자 구주안 구지현 구지혜 구하은 구하준
구현서 구회자 구효민 권기옥 권기용 권대건 권명숙 권명희 권미경 권선선 권성관 권성열 권순미 권순범 권순아 권순화 권영수 권영식 권영희 권오국 권오범 권오숙 권오철 권오춘
권오출 권용걸 권용보 권은향 권재선 권재현 권정윤 권정희 권중길 권춘자 권하영 권혁균 권혁우 권혁주 권희중 금수복 금영미 금은동 금은철 기관순 기노엘 기노준 기상도 기영휘
기현주 김   별 김   숙 김   호 김   민 김   숙 김○수 김가일 김갑규 김갑수 김갑진 김강건 김강건 김강현 김건숙 김건중 김건태 김경미 김경배 김경숙 김경애 김경옥 김경윤 김경자
김경주 김경철 김경훈 김계리 김계춘 김관수 김광성 김광수 김교훈 김국환 김귀석 김규랑 김규배 김규표 김규화 김근오 김금미 김금화 김기곤 김기남 김기돈 김기동 김기문 김기범
김기쁨 김기수 김기수 김기순 김기열 김기태 김기호 김길영 김길자 김낙형 김난숙 김남영 김남일 김남호 김남효 김남훈 김내미 김누리 김다령 김다현 김다혜 김대성 김대수 김대중
김대환 김대훈 김덕남 김덕영 김덕호 김도영 김도윤 김도형 김동곤 김동섭 김동수 김동신 김동연 김동우 김동욱 김동원 김동호 김동화 김두희 김둘숙 김둘옥 김득기 김리아 김만옥
김명규 김명륜 김명숙 김명옥 김명호 김명환 김문수 김문영 김문희 김미겸 김미광 김미리 김미숙 김미실 김미영 김미은 김미정 김미진 김미화 김미희 김민성 김민우 김민주 김민홍
김병란 김병수 김병유 김병주 김병학 김병호 김병희 김보경 김보배 김복경 김복남 김복수 김복순 김복연 김복회 김복희 김봄이 김봉순 김부일 김부자 김상균 김상기 김상보 김상용
김상일 김상준 김상태 김상필 김상호 김상휴 김서연 김석배 김석수 김석옥 김석훈 김선녀 김선도 김선례 김선민 김선섭 김선숙 김선식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선일 김선자 김선준
김선호 김선환 김선희 김설아 김성곤 김성구 김성균 김성근 김성니 김성목 김성민 김성산 김성수 김성엽 김성영 김성원 김성은 김성이 김성익 김성일 김성천 김성철 김성현 김성호
김성화 김성효 김세용 김세철 김소희 김솔지 김송호 김수경 김수길 김수나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인 김수정 김수현 김숙이 김숙자 김숙희 김순란 김순만 김순민 김순배 김순보
김순선 김순심 김순애 김순영 김순중 김순향 김순호 김순희 김술령 김승용 김승호 김승희 김시오 김시철 김시화 김신애 김신자 김신주 김안식 김애실 김양택 김연순 김연심 김연옥
김연철 김연화 김연희 김영경 김영구 김영근 김영기 김영동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성 김영수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애 김영일 김영임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춘
김영태 김영호 김영환 김영훈 김영희 김예린 김예림 김예빈 김예슬 김예식 김예원 김예한 김옥예 김옥자 김온주 김왕래 김요한 김용도 김용례 김용미 김용백 김용복 김용욱 김용운
김용인 김용자 김용지 김용호 김우용 김원규 김원기 김원미 김원숙 김원정 김유미 김유생 김유진 김윤경 김윤민 김윤상 김윤태 김윤희 김은니 김은배 김은별 김은섭 김은성 김은숙
김은영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희 김응수 김응윤 김의경 김의림 김의현 김이범 김익현 김익환 김인규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우 김인자 김인재 김인정 김인현 김인환
김일목 김일주 김일환 김자연 김자원 김재림 김재백 김재범 김재신 김재용 김재원 김재은 김재현 김재호 김재홍 김재효 김점순 김정례 김정만 김정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실 김정은 김정자 김정화 김정희 김제금 김제연 김종갑 김종근 김종대 김종명 김종민 김종상 김종선 김종수 김종숙 김종열 김종은 김종이 김종인    김종철 김종희 김주돈
김주연 김주혜 김주홍 김준규 김준수 김준표 김중배 김중배 김중정 김지영 김지은 김지인 김지혜 김지훈 김지흠 김진선 김진숙 김진술 김진영 김진용 김진자 김진주 김진중 김진형
김진화 김진희 김차남 김찬성 김찬욱 김창식 김창오 김채성 김철이 김철희 김춘근 김춘자 김춘호 김춘희 김충삼 김치현 김치호 김태균 김태수 김태숙 김태양 김태용 김태원 김태준
김태헌 김택규 김판호 김평원 김평훈 김학택 김한나 김해경 김해봉 김해수 김해숙 김해영 김행수 김현민 김현수 김현숙 김현슬 김현옥 김현자 김현주 김현지 김현태 김현희 김형길
김형도 김형식 김형환 김혜경 김혜란 김혜령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 김혜원 김혜진 김홍란 김홍배 김화분 김화선 김환옥 김효경 김효선 김효성 김효숙 김효순 김효준 김효중 김효진
김흥달 김흥순 김흥자 김흥준 김희복 김희숙 김희영 김희완 김희정 김희준 김희철 김희택 김희한 나기주 나미애 나영목 나영선 나영집 나은별 나인숙 나태순 나해순 나혜린 나혜인
나호림 남경록 남경희 남기찬 남대극 남동희 남삼극 남서희 남선욱 남성우 남소희 남송녕 남시윤 남정수 남정옥 남정자 남제헌 남진우 남효린 남효민 남효빈 노관현 노광섭 노명기
노명순 노병안 노성자 노수진 노순기 노영자 노하나 노희룡 님대극 도길자 도명진 라향숙 류   미 류길주 류미석 류성태 류영애 류우명 류인복 류정란 류종현 리슈브 마상무 마승용
마영길 마정남 마정희 마주현 맹은섭 명은찬 명지원 무   명 문   현 문경숙 문성은 문성은 문순옥 문순이 문순자 문승환 문연자 문영덕 문영모 문영순 문옥영 문윤혜 문장섭 문재주
문정숙 문정순 문정애 문정화 문정희 문진호 문창건 문창현 문추재 문치범 문해일 문현정 문현지 문호진 미얀마 민경채 민관현 민동순 민병권 민병우 민성식 민영기 민원근 민정식
민창호 민흥숙 박  현 박건숙 박건영 박건우 박경실 박경아 박경자 박경희 박고운 박광수 박광화 박교선 박권수 박규태 박규현 박근규 박근환 박금옥 박기훈 박노중 박다빈 박덕희 
박도일 박동래 박동순 박두리 박두한 박등자 박래구 박만호 박명덕 박명선 박명선 박명자 박명호 박명희 박무송 박문걸 박문수 박문순 박문자 박문희 박미경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예 박미자 박민구 박민수 박민우 박민자 박민철 박병군 박병도 박병우 박병준 박병희 박복규 박봄이 박봉선 박봉옥 박봉희 박부름 박분름 박분애 박상길 박상동 박선경
박선남 박선민 박선애 박선영 박선자 박선자 박선호 박설아 박성수 박성순 박성애 박성우 박성욱 박성원 박성일 박성자 박성준 박성철 박성하 박성현 박세문 박세진 박세희 박소리
박소유 박소진 박소형 박송순 박수미 박숙경 박순덕 박순애 박순옥 박순임 박순자 박슬기 박시님 박시은 박신애 박안나 박안라 박양순 박연숙 박영미 박영숙 박영순 박영익 박영하
박옥선 박옥순 박옥춘 박옥희 박완규 박용애 박용옥 박원영 박윤미 박윤심 박윤애 박윤정 박은경 박은기 박은미 박은정 박은조 박은준 박이레 박인배 박인숙 박인혜 박일자 박재숙
박점순 박정근 박정길 박정복 박정숙 박정원 박정은 박정일 박정자 박정택 박정희 박제아 박제진 박조영 박종규 박종수 박종심 박준복 박준상 박준석 박준섭 박지혜 박지희 박진규
박진숙 박진옥 박진희 박찬양 박찬영 박찬용 박찬우 박찬일 박천철 박철수 박철주 박청운 박춘식 박춘옥 박춘희 박태길 박태선 박태윤 박평우 박필자 박해월 박향란 박향미 박향서
박현과 박현동 박현숙 박현애 박현이 박현주 박형덕 박혜숙 박화영 박화용 박환수 반미자 반성식 방에린 방진옥 방한규 방형분 방혜숙 방혜정 배동선 배병화 배성미 배성수 배성심
배순균 배승영 배영숙 배영숙 배영재 배영희 배옥도 배옥자 배은순 배인숙 배인희 배지연 배지혜 배창선 배창현 배춘부 배혜경 배효진 백봉화 백상봉 백성남 백세훤 백순예 백승근
백승환 백재원 백점갑 백점곤 백지은 백찬원 백춘희 백하람 백홍심 백흥순 변건영 변경보 변성일 변성철 변영기 변영출 변예원 변윤식 변종아 봉희은 부영희 북   한 상지현 서광수
서동숙 서동훈 서만희 서미애 서봉선 서봉식 서봉윤 서서분 서선희 서성민 서순석 서승천 서영덕 서영배 서영숙 서영순 서영실 서영자 서용숙 서우영 서은채 서인석 서장원 서재만
서정원 서정임 서정희 서종환 서지현 서지훈 서창숙 서춘곤 서한모 서한범 서행님 서행종 서현석 서혜리 서흥석 석영진 석종식 선아트 선영숙 선영아 설대식 설은경 설종원 설진석
성경자 성귀모 성기석 성기월 성낙하 성다빈 성명모 성미희 성부용 성부좌 성시경 성시영 성영아 성영주 성영한 성유진 성윤기 성윤정 성윤제    성은순 성종희 성준영 성회남 소분이
소성애 소용배 소윤정 손경민 손경애 손경옥 손경진 손광석 손기두 손기원 손기판 손덕춘 손삼희 손양모 손용구 손용배 손우성    손유락 손윤근    손인성    손인호    손일도    손정윤    손정의
손정인    손종옥    손종혁    손지민    손창신    손철호    손한근    손현숙    손현주    손형돈    손화자    손효영    송   암    송   찬    송경자    송경준 송경희    송규태    송기봉    송기채    송대원    송명수    송미화    송민영
송상섭    송성용    송소옥    송수복    송안나    송애자    송영자    송영환    송완순    송웅규    송유진    송윤정    송재현    송종현    송준호    송창호    송태헌    송하나    송하민    송한나    송행진    송현자    송형선    송희아
스즈키    신경숙    신기광    신기광    신대균    신동용    신동혁    신동현    신동훈    신명주    신명찬    신명환    신미영    신민식    신민정    신서영    신선철    신성순    신순자    신승복    신승엽    신승욱    신승자    신애숙
신영수    신예권    신예름    신예림    신용구    신용범    신용석    신용호    신원섭    신은경    신은진    신이철    신인숙    신재규    신재무    신정민    신정애    신종우    신지영    신진호    신창근    신칠균    신하늘    신현미
신현민    신현숙    신현아    신현주    신혜남    신혜미    신흥수    실로만    심경희    심미자    심병준    심상현    심순녀    심영보    심영보    심영숙    심영신    심영자    심용녀    심유라    심은화    심인자    심재솔    심재웅
심정운    심종섭    심초미    심향숙    심화숙    아드라    안   풍    안금자    안기순    안명균    안명희    안병숙    안병옥    안복순    안복희    안부덕    안석찬    안소영    안수경    안수자    안순례    안순복    안승혜    안승희
안영모    안용식    안용자    안용자    안유미    안은진    안은화    안재순    안재영    안재희    안점남    안정여    안중환    안지영    안진희    안창범    안창준    안태근    안해님    안형실    안혜경    안혜성    안혜숙    양거승
양규실    양미희    양선규    양선애    양수현    양승금    양승숙    양영진    양영철    양영회    양유경    양은혜    양일권    양재석    양정숙    양정화    양종호    양태호    양현주    양형모    양효순    양희섭    어지성    어지원
엄기호    엄길수    엄덕현    엄도영    엄명숙    엄미순    엄순자    엄연순    엄영자    엄윤자    엄재옥    엄정인    엄정희    엄진숙    엄진우    여도경    여민찬    여소민    여양희    여윤정    여인배    여재원    연돈흠    연제훈
염귀종    염성섭    염숙자    염시열    영희맘    예미경    오경학    오경희    오남숙    오동권    오명은    오미숙    오삼례    오선애    오선여    오선옥    오선자    오성남    오세근    오세길    오세원    오순임    오시석    오시진
오신영    오연옥    오연옥    오영민    오영실    오영화    오용석    오용필    오원배    오윤관    오은주    오은지    오은희    오인숙    오자영    오정미    오정채    오종순    오준환    오창선    오태열    오태현    오하루    오현석  
오현순    오혜정    오효숙    옥명수    왕문주    용봉선    용환화    우경동    우성호    우순홍    우진숙    원영진    원오상    원용식    원은자    원종록    원지희    원치재    원태은    원태화    위대용    유경철    유경호    유극동
유금열    유기영    유기훈    유길용     유동기    유란주    유맹진    유명자    유무현    유문희    유미소   유미애    유미정    유병만    유병숙    유병찬    유상진    유선향    유설아    유성옥    유성혁    유수경    유숙자    유숙희
유승숙    유안나    유양자    유용만    유용민    유용식    유은아    유은영    유은혜    유익주    유정란    유정순    유정희    유제성    유진미    유한울    유현숙    유현주    유형환    유혜경    유혜민    유화영    유효종    윤   미 
윤   원    윤경숙    윤경식    윤경희    윤광영    윤길순    윤남수    윤대중    윤명옥    윤미경    윤미나    윤미림    윤병수    윤복현    윤복희    윤상덕    윤선덕    윤선용    윤선주    윤선진    윤성중    윤성철    윤세용    윤소현
윤송희    윤수진    윤숙미    윤순노    윤순덕    윤순영    윤순자    윤승영    윤애경    윤애부    윤여진    윤연희    윤영민    윤영자    윤영진    윤왕현    윤용식    윤윤수    윤이나    윤인옥    윤재성    윤재성    윤재종    윤정림
윤정민    윤정숙    윤정화    윤조심    윤종심    윤종희    윤주원    윤창세    윤채하    윤청실    윤청아    윤칠환    윤한구    윤현철    윤혜린    윤화현    윤희섭    윤희엘    윤희영    은영신    은종성    은종혁    음채린   이   범 
이   영    이   헌    이갑순    이강주    이강필    이건실    이건홍    이경선    이경숙    이경애    이경옥    이경우    이경윤    이경일    이경자    이경행    이경호    이경희    이계림    이고은    이광섭    이광숙    이광운    이광원
이광재    이광진    이교준    이구자    이규봉    이규현    이규호    이규환    이금숙    이금진    이기동    이기석    이기선    이기자    이기화    이길자    이나래    이낙헌    이난영    이남수    이남숙    이다은    이덕분    이동숙
이동아    이동우    이동인    이동탁    이동희    이득천    이만득    이면주    이명권    이명란    이명미    이명섭    이명숙 이명순    이명자    이명재    이명창    이명희    이미경    이미란    이미송    이미숙    이미승    이미영
이미옥    이미진    이미화    이미희    이민성    이민용    이민자    이민지    이민하    이병국    이병기    이병길    이병옥    이병운    이병주    이병찬    이병합    이보란    이복례    이복희    이봉길    이봉숙    이봉순    이부옥
이삼순    이상군    이상근    이상길    이상두    이상복    이상선    이상숙    이상애    이상억    이상용    이상용    이상주    이상직    이상필    이상헌    이상호    이상희    이석구    이석산    이석원    이석준    이석진    이선기
이선남    이선미    이선자    이선희    이설경    이성구    이성규    이성복    이성영    이성옥    이성우    이성일    이성진    이성희    이세라    이소담    이소라    이소리    이소망    이소연    이송수    이수경    이수길    이수빈
이수연    이수지    이수현    이숙경    이숙이    이숙자    이숙희    이순녀    이순복    이순옥    이순자    이순학    이슬아    이승군    이승동    이승연    이승우    이승자    이승현    이승환    이승희    이신연    이신웅    이신호
이아린    이안순    이애경    이애은    이연자    이연화    이연휘    이영구    이영길    이영덕    이영란    이영상    이영선    이영수    이영숙    이영신    이영애    이영운    이영자    이영주    이영호    이영희 이예준 이옥희 
이완우    이왈빈    이왕우    이요나    이용분    이용숙    이용자    이용희    이우림    이우형    이원구    이원순    이원실    이원화    이월희    이윤미    이윤진    이은상    이은수    이은숙    이은순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향    이은혜    이은희    이응실    이인덕    이인숙    이인실    이인철    이인형    이일선    이일원    이일홍    이장춘    이장호    이재도    이재동    이재성    이재엽    이재욱    이재원    이재율    이재천    이재철    이재춘

이재향    이재호    이재희    이점순    이정광    이정규    이정대    이정만    이정명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애    이정영    이정옥    이정우    이정자    이정재    이정하    이정현    이정호 이정희    이종균    이종근
이종덕    이종민    이종선    이종숙    이종식    이종원    이종원    이종태    이종하    이종호    이주란    이주성    이주숙    이주영    이주옥    이주원    이주은    이주한    이주현    이주형    이준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운    이지윤    이지은    이지춘    이지현    이진리    이진주    이진현    이진희    이창섭    이창숙    이창업    이창영    이창희    이춘은    이춘이    이춘자    이충구    이충열    이충재    이충효    이칠숙    이태승    이태영
이태주    이태호    이학봉    이학수    이한관    이한구    이한미    이한용    이해경    이해덕    이행자    이향림    이향자    이향춘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용    이현지    이형경    이형관    이형우    이혜경    이혜성
이혜숙    이혜연    이혜원    이혜진    이호상    이호탁    이홍란    이홍희    이화례    이화송    이환균    이흥규    이흥재    이희복    이희숙    이희영    이희자    이희주    이희창    인정숙    인혜경    임   은    임경희    임관혁    
임광래    임광석    임금순    임길자    임남동    임덕빈    임동술    임동애    임동협    임명섭    임명수    임명숙    임문심    임문필    임미선    임미영    임병훈    임보석    임봉경    임상우    임상훈    임선희    임성현    임소영
임수정    임수호    임수희    임순극    임순섭    임아름    임영빈    임영찬    임영후    임영희    임예언    임옥남    임옥자    임용식    임원철    임은섭    임은숙    임은혜    임의규    임이진    임인주    임재경    임재규    임재명
임재숙    임재숙    임재형    임점순    임정렬    임정욱    임정희    임종민    임종찬    임종흥    임주영    임준택    임중규    임지훈    임창기    임채갑    임채광    임채기    임채순    임채환    임춘길    임충배    임태용    임학빈
임한순    임해림    임향례    임현숙    임현정    임휘진    장   석    장권희    장기출    장남희    장덕인    장명숙    장미선    장미숙    장사열    장석진    장선옥    장선혜    장성일    장성준    장세훈    장숙자    장순이    장영래
장영선    장영임    장영환    장영희    장예은 장옥희    장용아    장운달    장원관    장은경    장은영    장은주    장의석    장인성    장인태    장임철    장재순    장재영    장정화    장주옥    장지원    장진만    장태엽    장필한
장향화    장현미    장현옥    장혜령    전광자    전광진    전권배    전명섭    전미이    전미자    전미혜    전부열    전상혁    전상화    전성원    전순호    전양숙    전연아    전영실    전영준    전예나    전옥빈    전옥인    전우석
전원자    전은경    전은식    전은실    전은정    전인규    전인숙    전재혁    전정권    전종남    전찬환    전하영    전하은     전형춘    전혜린    전혜민    전흥섭    전희섭    전희순    정   훈    정가부    정경단    정경자    정경혜
정계숙    정관용    정구윤    정구일    정국화    정금숙    정낙조    정남식    정대용    정덕중    정동호    정동휘    정동희    정두련    정명기    정명숙    정명순    정명심    정명희    정무남    정무웅    정미경    정미선    정미향
정민영    정병주    정보옥    정보용    정복자    정봉현    정상민    정상현    정상호    정석기    정석중    정선비    정선임    정성대    정성미    정성숙    정성원    정성자    정성희    정소영    정수분    정수정    정수진    정숙연
정숙자    정순기    정순례    정순복    정순상    정순애    정순이    정순희    정승호    정신순    정신정    정애란    정여미    정연규    정연식    정연심    정연옥    정영균    정영분    정영숙    정영순    정영신    정영주    정영태
정영희    정예람    정예원    정예찬    정옥연    정옥희    정용우    정유자    정윤호    정은규    정은서    정은선    정은숙    정은영    정인자    정인채    정일국    정일환    정재국    정재희    정정남    정정분    정정숙    정종병
정종욱    정종화    정종훈    정주희    정지은    정진문    정진택    정찬혁    정창근    정창수    정창호    정태로    정태봉    정태분    정태원    정택철    정하준    정한별    정해숙    정헌주    정현균    정현정    정형옥    정형통  
정혜원    정홍철    정환숙    정희석    정희창    조   단    조강숙    조경숙    조경애    조귀현    조규용    조금환    조남혁 조달주    조동희    조명숙    조명옥    조명철    조문효    조미라    조미령    조민선    조민욱    조민철    
조병순    조병철    조봉현    조상원    조상익    조상현    조석호    조성규    조성신    조성실    조성은    조성인    조성천    조성철    조성희    조세영    조수인    조수정    조순자    조승교    조승희    조신행    조애경    조양숙
조연실    조영미    조영봉    조영섭    조영순    조영옥    조영준    조영희    조옥현    조온유    조용순    조운형    조원웅    조유진    조윤선    조윤자    조은경    조은영    조은지    조은행    조의현    조이현    조인희    조재영    
조정순    조종순    조종철    조종필    조지구    조철현    조항민    조해성    조향연    조현구    조현숙    조현욱    조형래    조혜란    조혜원    조혜정    조홍준    조효림    조휴정    조희연    조희옥    주경원    주만종    주미현
주민호    주병희    주병희    주보라    주세상    주순희    주연숙    주영광    주영미    주영택    주원천    주의향    주정구    주정화    주진환    주향기    지동숙    지명구    지생구    지선순    지월선    지형구    진   현    진기영
진미숙    진수복    진은솔    진태진    진향숙    진현순    차경복    차경임    차동헌    차민경    차상철    차성화    차순애    차순옥    차영란    차영선    차영숙    차정선    차정희    차주혁    차혜정    차호준    참   빛    채광병
채기우    채두영    채문병    채송화    채수완    채수창    채예림    채일석    채중원    천명희    최   철    최경숙    최경은    최경자    최경진    최경홍    최경화    최계순    최귀자    최규식    최근순    최금자    최기별    최기선  
최기웅    최난희    최덕순    최덕신    최동윤    최두희    최명섭    최명순    최명자    최명준    최명희    최미르    최미애    최미자    최미정    최미화    최민순    최민자    최민혜    최병남    최병생    최병윤    최보식    최복선
최복준    최상림    최상미    최상원    최상진    최새롬    최서혁    최선규    최선순    최선주    최선화    최선희    최성구    최성대    최성민    최성욱    최성은    최성의    최소연    최숙환    최순례 최순복    최순엽    최순영
최승혜    최승호    최시은    최신미    최안심    최애란    최영민    최영복    최영선    최영섭    최영화    최영환    최영희    최예진    최옥련    최용성    최용훈    최우연    최원웅    최윤정    최은숙    최의락    최인경    최인석
최인수    최일산    최재윤    최정순    최정식    최정희    최종걸    최종란    최종숙    최종천    최종현    최주연    최준원    최준희    최중배    최지연    최지온    최지은    최지혁    최진철    최철수    최충기    최치원    최태수
최태현    최하늘    최해리    최향란    최현규    최현미    최현숙    최현화    최형석    최형진    최혜숙    최호섭    최호성    최희정    추연희    키   빈    탁영숙    태   국 편내원    편무식    편무정    편성진    편세웅    표경희
표연근    표현숙    표혜숙    하경자    하관숙    하덕수    하복진    하신혜    하예진    하은회    하정란    하정심    하진철    하태군    하태홍    하항래    한강현    한경아    한경환    한계성    한기태    한기택    한동희    한명숙
한미권    한미정    한병혁    한봉희    한상란    한상미    한상욱    한상원    한상현    한상희    한성민    한시환    한아름    한영국    한영수    한영자    한옥녀    한옥순    한온유    한완순    한외옥    한용길    한용주    한용희
한유나    한유성    한유진    한윤구    한윤석    한윤희    한은영    한은희    한의숙    한인철    한인택    한임정    한장헌    한재수    한재실    한정선    한정식    한정애    한정현    한종옥    한주식    한지수    한진호    한춘희
함대식    함명진    함은희    함태옥    허   정    허   종    허경자    허만준    허문정    허민정    허병욱    허순복    허옥경    허옥희    허원회    허윤기    허윤정    허은지    허재규    허재훈    허정림    허정숙    허정옥    허창수
허창수    현  성    현상길    현송영    현의준    현지혜    현창택    현춘자    형성민    홍경애    홍경자    홍계화    홍광의    홍권희    홍기복    홍덕헌    홍동구    홍동표    홍만기    홍명관    홍미영    홍봉주    홍사화    홍선희
홍성매    홍성범    홍성숙    홍성자    홍수진 홍순규    홍순명    홍승안    홍승표    홍승훈    홍영숙    홍영희    홍옥수    홍용희    홍원표    홍은경    홍의준    홍인식    홍종학    홍철표    홍춘화    홍현기    홍현숙    홍혜숙
홍훈표    화   신    황강구    황건희    황경수    황경숙    황경옥    황공순    황미희    황병연    황보학    황상용    황선하    황세리    황양덕 황영탁 황용석 황용신 황원춘 황유동 황유순 황윤환 황종연 황춘광
황춘자 황치례 황한근 황현희 황혜성 황혜옥 황환규 황희경 황희재

희   망 1004 01085108333 (주)가온푸드유통 (주)대림장재 (주)메디테크인프라메드 (주)명주특수여객 (주)삼육로지스틱스 (주)알움독서 (주)애니 케이알 
(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 (주)하이엠솔루텍 (주)한국아브노바 0242629?? ０７１－윤 ALL NATION 한인교회 Baek Thomas Seungwun BARCENA EDELYN choo ji hoon
DANIELLE S Elli Chung for민기 GOD♡YOU HAN ASHLEY HAE KYUNG JINHONGFE JINZHEYI JINZHEYI KarinaMiik K I M  K I H Y O  
KWONANNASO LIM JEONG LUO MEILI(라미려) MIIKECHUNG MIIKECHUNG Praying 4 XU SHAN JI YI HYUN SO YUNIE YUN 가남교회 가락동교회 
간절히기도드립니다 감   사 강남학원교회 강릉가온누 강서교회 고남교회 곽에스더 광주꿈의교회 광주삼육교회 광주재림교회 광주학운동교회 
광천안식일교회 괘차하시기를.. 괴산교회 교문리교회 구례재림교회 구리해오름교회 구하리교회 금곡교회도르가회 금산본향교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기도드립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김민기군 김민기군돕기 김민기군을위해 김민기군치료위해 김민기돕기 김민기사랑의 김민기사랑의고리 김민기수술비지원 
김민기아동후원 김민기어린이돕기 김민기회복되길 김민기회복을 김민기후원합니 김종건목사님 김주원외삼촌 나주교회 남궁순애 남삼극비뇨기과 노크노크 
논산교회 뉴스타트교회 다압교회 대구삼육초 대방교회 대성교회 대전삼육중 대전삼육초교회 대전중앙교회 대전호동교회 대학국제교회 
대현회계법인 덕양교회 도마동교회 동광희네 동문엔터프라이즈 동부교회 동중한11년차목사들 동해중앙교회 래안래오 마상무가정 마을장사 
마읍교회 망우동교회 메이-공방 명일동교회 목사님홧팅! 목사님힘내세요 목사님힘내세요! 묵동교회 문목사님 문목사님돕기 문목사님치유를빕니다 
문목사님힘내세요 문목사후원 문치범목사님기도해요 문치범목사님께 문치범목사님후원 문치범목사님후원금 문치범목사돕기 문치범사랑고리 문치범치료비보조 
미산교회 미얀마난민식량후원 미얀마난민일시후원 미얀마식량 미얀마식량지원 미얀마식량지원 미얀마위하여 미얀마한끼식사 미얀마후원 
민기건강응원합니다 민기돕기 민기아가를위해 민기야 건강하자 민기야건강하렴 민기야건강해라 민기야힘내 민기야힘내! 민기야힘내!!! 민기야힘내기도할게 
민기에게 민기위해기도합니다 민기응원합니다
민기응원해요-민진 민기화이팅 민기홧팅 민기힘내 믿음소망사랑 방배중앙교회 방콕한인교회 백석교회도루가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유한)금성 법전교회도르가 
베네수엘라 베트남　　 별내교회 별내도르가 봉두리교회 봉성중앙교회도르가 부산동래교회 부산삼육교회 부산서부교회류 부천국제교회 
북천교회 북천교회도르가 빛고을교회 빛고을유선례 사랑의고리김민기 사릉교회 산양리교회 삼원건축엔지니어링 삼육대학교회 삼육대학음악과동문회 
삼육보건대학교 삼육부산병원 삼육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수술실 삼육서울분만실 삼육식품 상록수교회 상주서부교회(능암교회) 새로남쉼터 
서귀포교회 서삼고교회 서울삼육중교회 서울일본어교회 서울조선족재림교회 서울중국어교회 서중앙교회 서중한합회인천지역 서천안교회 
서초교회 서하남교회 서해삼육초 성남중앙교회 성남태평교회 세이교회 세천안교회 센텀교회 소망쉼터 속초남부교회도르가 
송산전원교회 송전교회　  수지교회구호봉사부 순창재림교회 시엘시윤희엘 신례원안식일교회 신서귀포재림교회 신촌교회 쌍문동교회 아드라문치범 
아드라코리아 아이티지진성금 아침향기약국 안면중앙교회 에덴병원교회 에덴요양병원 에벤종합상사 에스텍시스템 엘림ENG 엘앤에스테크트랜스피드 
여의도말씀진리 여주교회 여천교회 영동교회제자반 영등포교회 영어학원교회 영월재림교회 영항교회도르가 예문교회 예문교회학생반 오티메디칼(주) 
온고을문화센터교회 온양교회 온양교회청년반(남서희) 완쾌하시길기도합니다 용두동행교회 용산교회 원내동교회 원주삼육초 
원주상아치과 원주엑스포교회 원주하늘숲성도 유구전원교회 유성교회 유한메디켐 윤성철기도합니다 윤태섭가족 은산재림교 의림지교회 이(유)현숙 
이오리빙 이해영(약손한의원) 인천계양교회 인천계양교회도르가회 일로교회상복 일산교회 임계교회 임마누엘 임마누엘동산교회 임박세라 
임송호수전원교회 작은손길 장수리재림교회 장예리나 재림성도 전주중앙교회 정산교회 제주국제교회 제천의림지교회 제칠일안식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 
젬멤마에스디아오 조에스터 주님사랑 주의은혜기충만하시길 ㈜한국아브노바 중동중앙교회 지경리교회 지우지수 직산교회 진리횃불교회 
진주솔밭학생반 진주약손한의원 진희진경 창원새하늘엘리야반 천곡교회 천문교회 천안중앙교회3040 천안중앙교회청년반 천안직산교회(도르가) 
천호동교회 청년피자평내호평점 청량리교회 청주새하늘교회 청주중앙교회 청주중앙솔 청평교회 춘광교회 케이에스글로벌 케이엠컴퍼니 
콩콩할미 쾌유기원합니다 쾌유를기원합니다 쾌유를빕니다. 태성고등학교2학년2반 태장교회 토평교회도르가회 통영봉우회 통영천문교회 퇴계원목회부 
퇴계원안식일교회 퇴촌새마음 파마리서치 파워풀엑스 파주국제교회 판교하늘숲교회 평택중앙교회 프렌즈플라워 하 나
님도와주세요 하나님민기살려주세요 하나님의사 하나님의사랑 하남교회 하남풍산교회 하늘꿈터지역아동센터 
한국삼육고교회 함께기도하겠습니다 함께기도합니다 함양교회 합덕재림교회 해나님의은혜 행복나눔앙상블 홍성교회 회 복
기도할께 회복되고힘내세요 회복하시길기도합니다 횡성재림교회 후원문치범목사수술 
후원미얀마식량지원 힘내라민기야 힘내세요 (총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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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아드라코리아 정기후원

아드라코리아의 회원이 되세요. 매월 1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자동납부나 계좌이체를 통해 아드라코리아의 사업을 후원하

실 수 있습니다.

해외아동후원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자매결연을 위해 매월 3만원씩 정기적

으로 후원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후원하시는 분에게는 대상 

아동의 사진과 액자, 자기소개서 및 편지 등을 보내드리며 지

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7개 국가의 아동들이 여러

분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드라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물품기부

해외와 국내 사업을 위해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의료품, 생활용품, 의류, 문구류 등 후원하실 분들께서는 언

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관리상 새 물품만 받고 있습니다. 후원

하신 분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드프렌즈코리아 NGO 해외자원봉사자 모집

일반 후원 : 02)3299-5257

파송 국가 :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모집 인원 : 각 나라별 1~2명

모집 기간: 2022년 11월 중

신청 자격 :  만 23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녀로서 영어 사용이 

가능한 자

활동 내용 : 개발지원사업, 아동결연사업, 기타

파견 기간 : 2023.03-2024.02

지원 내용 : 항공비, 숙식비, 생활비, 보험, 언어연수 등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저녁 4시 30분~5시 30분

장소 : 서울 종각역 인근 서린공원(SK서린빌딩 옆)

내용 : 급식제공, 이발, 무료진료, 상담

인원 : 00명

번역봉사

모집 인원 : 영어 번역이 가능한 학생 및 일반인 00명

활동 지역 : 온라인으로 봉사 가능

내용 : 해외의 각종 편지 및 문서 번역작업

홍보 봉사

모집인원 : 홍보업무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 00명

활동지역 : 온라인으로 봉사 가능

내용 : 아드라코리아 사업 및 활동 SNS 홍보작업

          (홍보 기사 작성, 홍보물 디자인 등)

후원 안내 시간 기부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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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움이 기적을 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