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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착한 목표, 아름다운 과정
이사장 김영욱

“목표의 올바름을 선(善)이라 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의 올바름을 미(美)라 합니다. 

목표와 과정이 함께 올바른 때를 일컬어 진선진미(盡善盡美)라 합니다. 목표가 바르지 않

고 그 과정이 바를 수가 없으며, 반대로 그 과정이 바르지 않고 그 목표가 바를 수 없습니

다. 목표와 과정은 하나입니다. ” - 고 신영복 선생님의 글 중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선물해서 아이의 삶과,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사

회를 변화시키는 데 보탬을 주고자 하는 올마이키즈의 목표와 과정을 선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느라 올마이키즈만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은 놓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올마이키즈의 고유한 

몫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목표와 과정이 

하나 되는 ‘진선진미’의 올마이키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눔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헌신하시는 수도자들과 파트너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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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마이키즈(All My Kids)는 ‘모두 나의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올마이키즈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교육’(넬슨 만델

라)임을 믿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이 중단되어선 안 된다는 믿음으로 가

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목적(정관 제2조)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어린이들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정관 제4조)

1.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 가난한 어린이 교육 후원사업 

2.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 가난한 어린이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내, 국제교류사업 

4.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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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방향

주요연혁

올마이키즈는 자체 지부를 운영하지 않고 세계 곳곳의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톨릭수도자와 현지NGO활동가들과 협

력합니다. 

올마이키즈는 파트너들과의 형제적 관계, 현지주민의 주인의식과 자기결

정권을 존중합니다.

2012 08.24 올마이키즈 창립

2013 02.27 1차 125명 결연후원 시작

 03.13 필리핀 현장 방문(바콜로드)

2014 05.21 필리핀 현장 방문(마닐라, 바콜로드, 세부)

 11.21 봉사자학교 시작(매주 금요일, 4회)

2015 04.24 사단법인 등록

 05.04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부천시 자원봉사센터)

 06.30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2016 02.26 제1회 정기총회

2017 01.23 네팔 우선 지원국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워크숍 (~01.27)

 02.17 제2회 정기총회

 08.06 제1회 위해드림 해외지원활동 (~08/14)

 10.14 교육협력사업 공모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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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첫 교육협력사업 공모

10월~12월, 올마이키즈의 고유지원영역 설정과 지원업

무 체계화를 위해 첫 교육협력사업을 공모하였다. 총 16

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시설지원 2건, 프로그램지

원 6건이 선정되어, 약 1억 원을 지원하였다.

➋  방송인 장용, 홍보대사 위촉

올마이키즈는 방송인 장용 씨를 첫 홍보대사로 위촉하

였다. 2월 21일 정기총회 때 진행된 위촉식에서 장용 홍

보대사는 “평소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

력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린이 교육을 위한 선행에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➌  임찬호 작가, 출판수익 기부약정

«표정 있는 미얀마» 저자 임찬호 씨는 미얀마 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도서 수익 전액을 올마이키즈에 기부 약

정했다. «표정 있는 미얀마»는 배낭여행에서 만난 미

얀마의 풍경과 사람들을 담아낸 사진 에세이로 2017년 

10월 20일에 출간되었다.

➍  제1기 위해드림(We Have a Dream) 해외봉사

8월 6일~14일 12명의 봉사단이 캄보디아 뿌삿지역으로 

올마이키즈의 첫 번째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봉사단은 1

개 유치원, 4개 초등학교, 5개 공부방의 800명 아동들

과 함께 교육봉사, 미용봉사, 시설보수봉사를 하였다.

➎  생리대 캠페인 모금

일부 저개발국가의 여학생들은 생리 동안 격리되고 학

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낡은 오염된 헝겊을 이

용하거나 그대로 방치한다. 올마이키즈는 여학생들에게 

대안 생리대를 보급해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4월부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4,660,000원을 모금하

였다.

2017 

올마이키즈 이모저모

➋ ➌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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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7 올마이키즈

결연회원 : 1,560명

교육회원 : 1,606명
후원회원

결연후원금 : 519,004,000원

교육후원금 : 446,644,098원
후원금

결연지원 : 514,237,998원

시설지원 : 374,290,875원

프로그램지원 : 56,163,500원

의료보건지원 : 22,201,350원

공모사업지원 : 99,162,860원

지원금액



영양제 : 14곳(22,201,350원)

공부방지원 : 3곳

도서관지원 : 2곳

특별교육프로그램지원 : 2곳

일반학교 교육프로그램지원 : 4곳

프로그램

지원

교육시설 : 7곳(381,290,875원)

교육기자재 : 1곳(30,000,000원)
시설지원

의료보건

지원



올마이키즈는 2017년을 도약기(2017년~2019년)의 첫해로 설정하고, 도

약을 위한 방향 설정과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중점 목표를 

설정하였다.

• 네팔 우선지원국 선정과 지속가능한 교육지원 모델 개발과 실행방안 

모색

• 개인결연후원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 모색과 단계적 적용  

- 필리핀 대상 시범프로젝트 운영

• 어린이교육 중점지원 국제개발협력NGO로서의 조직 역량 강화  

- 이사회, 배분위원, 사무국

• 후원회원 증가, 후원사업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에 대응한 업무 체계화 

- 공모사업 정례화

4가지 중점목표의 실행상황, 평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우선지원국으로 선정한 네팔에서 지속가능한 교육협력모델을 아직 개발

하지 못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 수커워티재단과의 현지조사와 평가워크숍

을 통해 앞으로 쉬리돌랄레숄학교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

로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연아동이 가장 많은 필리핀에서 결연후원 보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시

도는 추진되지 않았다. 2018년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종합하는 워크숍을 통해 대안적 결연후원정책을 수립하고 시

범 운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사업 총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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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상근, 김효식 이사의 기획회의 주관, 공모 심사 등 이사회 참여가 

늘어났다. 다만 구성원 간의 좁혀야 할 인식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지난 5

년 동안의 상황변화와 조직성장을 바탕으로 비전, 사명, 핵심메시지, 목표 

등을 새롭게 정리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국제교육협력사업 공모가 하반기에 처음 이루어졌고, 기존 파트

너를 포함해 16개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제

교육협력 일반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공모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종합하면 도약기 첫해로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으나, 향후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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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 개교 이후 줄곧 합반수업을 해온  

안티폴로초등학교 신축 지원

지역 : 필리핀 보홀

안티폴로초등학교의 교사는 교실 3개의 본관, 교실 1개씩의 독립 건물  

3개였다. 그나마 1개는 나무로 골격을 세우고 야자 잎으로 벽과 지붕을 이

은 임시건물이었다. 더구나 지은 지 40년이 넘는 본관 건물은 2013년 지

진의 영향으로 서서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

2016년 11월 현장 방문 때 필리핀 NGO의 후원으로 교실 2개의 신축공사

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도 교실 부족으로 2개 학년을 합반 운영해온 사정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올마이키즈는 추가 교사 신축을 지원하였다.

148세대(2015년 통계)의 안티폴로 마을사람들은 거의 다 소작농이라 가

난하다. 그래도 부모들은 교육열이 높아 걸어서 1시간 넘는 거리의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 교사 신축과정에서도 마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목재 등

의 건축 재료,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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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황

설립연도 : 1930년

교 직 원 : 5명

학 생 수 : 94명

신축 교사 현황

공사기간 : 2017년 1월~11월

학교건물 : 교실 6개

화 장 실 : 남학생용, 여학생용, 교사용 3칸

공 사 비 : 87,833,204원 

– 최복련 후원자 50,000,000원 기부

후속 과제

필리핀정부가 해마다 교과서를 무상 배부하지만, 

양이 부족해서 산골 안티폴로초등학교까지 배포되

지 않는다. 임의로 인쇄해서 사용할 수도 없어 그

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한다. 

안티폴로마을에는 급수시설이 없어서 초등학교

도 자체 급수시설을 마련했는데, 물이 풍부하지 않

고 수질에도 문제가 있어서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

한다. 교사들이 정수한 물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 500미터 떨어진 마을 우물을 파이프로 연결

하면 풍부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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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진 피해를 입은  

쉬리돌랄레숄학교 신축 지원

지역 : 네팔 카브레팔란촉구 돌랄갓현

2015년 4월 네팔대지진으로 약 5천 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었는데, 쉬리

돌랄레숄학교도 교사 3개 동이 모두 파괴되어 사용불가판정을 받았다. 하

지만 2017년 1월까지 교사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벽도 없는 임시 교실

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다.

올마이키즈는 네팔 지진피해학교 복구를 위한 천주교 인천교구 부개동교

회의 기부금(1억 5천만 원)을 이용해 네팔의 수커워티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기부금은 별도의 모금을 통해 조성하지 않고 평소 

본당 재정을 절약해 모은 기금이다. 수커워티재단은 한국에서 귀환한 이

주노동자 중심으로 설립된 네팔의 지역재단으로, 아름다운가게를 모델로 

재활용 자선가게를 열어 수익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있다.

준공식은 2018년 1월 17일, 올마이키즈 김영욱 이사장과 수커워티재단 

치즈먼 구룽 대표 등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와 주민 약 2백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되었다. 

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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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과제

쉬리돌랄레숄학교 학생의 80%는 마지족 자녀들

이다. 마지족은 고기잡이나 모래채취로 생계를 꾸

리는데, 계절노동이라 일손이 부족할 때는 학생들

도 결석하고 일을 한다. 학교 안에 급수시설과 매

점이 없어 학교 근처 시장에 나와 점심을 사먹는

데, 그 뒤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이 많다. 교사

의 열의도 부족해 출석률이 낮고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올마이키즈와 수커워티재단은 인터뷰조사와 공동 

평가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지속

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학교 현황

설립연도 : 1958년

교 직 원 : 총 15명(교사 13명, 보조인력 2명)

학 생 수 : 380명(초등학생 200명)

신축 교사 현황

공사기간 : 2017년 1월~11월

학교건물 : 교실 6개

화 장 실 : 남학생용, 여학생용, 교사용 3칸

공 사 비 : 57,1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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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 아동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한 

무상학교 나자렛학교 신축 지원

지역 : 방글라데시 디나스폴

디나스폴은 방글라데시 8개 주 중 가장 가난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

단인 IS의 훈련소가 있는 위험지역이다.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 인권 침

해가 심하며, 돌 깨기・건설 잡부・농사 등 아동노동도 심각하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가 무상교육으로 운영하는 나자렛학교는 종교에 상관

없이 입학할 수 있어서 종교간 갈등이 극심한 지역에서 종교간 화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가 계속 크게 늘어나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 신축이 필요하였다.

2017년 해외원조주일을 맞아 이 같은 사정을 알리는 공문을 인천교구를 

중심으로 배포한 결과, 22개 본당이 21,368,666원을 기부하였고, 인천교

구 한국순교성인본당과 서창동본당(5천만 원 약정)이 각각 1억 원과 2천

만 원을 후원하였다. 

16



학교 현황

설립연도 : 2013년

학생수 : 정규학생 400명, 방과후교실 300명

교사수 : 정규교사 15명, 방과후교실 3명

교사신축현황

부지기부 : 방글라데시천주교회 디나스폴교구

신축현황 : 교실 8칸, 컴퓨터실, 사무실, 교무실, 화장실

공사기간 : 2017년 5월~2019년 5월

지원내역 : 2억 원(총공사비 307,876,800원)

16



네팔 사퉁갈의 비쉬누데비시샤사단학교 수리 지원

파트너 : 국제가톨릭형제회

지원내용 :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의 도서관과 컴퓨터실 수리 지원

지원금액 : 7,627,200원(2017년 2월)

말라위 릴롱궤시사방고학교 책 · 걸상 지원

파트너 : 살레시오회

지원내용 : 길바닥에 공부해온 9천 명의 학생을 위한 신축학교의 책상과 걸상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 30,000,000원(2017년 3월)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까르멘살례스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파트너 :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지원내용 : 교실 이외의 활동 공간이 없는 학교에 운동장 조성 지원

지원금액 : 34,000,000원(2017년 2월)

필리핀 바콜로드까르멘살례스고등학교 교실 마련

파트너 :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지원내용 : 필리핀 학제에 고등직업과정인 11~12학년이 추가됨에 따라 필요한 교실 신축 지원

지원금액 : 14,830,471원 (2017년 2월)

시설지원



방과후교실

[ 유치원 및 방과후교실 ]

지원지역 : 캄보디아 깜뽕톰 

파 트 너 : 예수회

지원시기 : 2015년 8월부터

지원대상 : 정부지원을 못 받는 시골 유치원 2곳(약 200명)과 방과

후교실 2곳(274명)

지원내용

① 환경교육을 포함한 위생교육 

② 다양한 방학중 교육프로그램 

③ 콩을 직접 재배하고 두유로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 

지원금액 : 매월 1,000,000원(인천 구월1동본당 결연 지원)

효과

① 직접 만든 양질의 급식 제공

② 두유 제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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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뿌삿 안나교육센터 ] 

지원지역 : 캄보디아 뿌삿

파 트 너 :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지원시기 : 2015년 9월부터

지원대상 : 열악한 교육환경인 외딴 시골마을 9곳 아이들 800명

지원내용 : 주1회 마을 순회교실프로그램

지원금액 : 매월 1,000,000원(인천 숭의동본당 결연 지원)

효과 : 예체능활동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도서관

[ CMM도서관 ]

지원지역 : 몽골 울란바타르

파 트 너 : 예수수도회

지원시기 : 2015년 11월부터

지원대상 : 방과후 길에 방치된 도시빈민 아이들

지원내용

① 독서클럽활동

② 학습지도(대학생 봉사자)

③ 컴퓨터 교육(2017년부터)

지원금액 : 4,627,500원

효과

①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서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을 보충해줌. 

② 도시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 

프로그램 지원

뿌삿

도서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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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절어린이 교육

[ 브아케 병원학교 ]

지원지역 : 코트디브와르

파 트 너 :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지원시기 : 2015년 8월부터

지원대상 : 풍토병인 브릴리병에 걸려 장기입원중인 아이들 50명

지원내용

① 교육 단절을 막기 위해 병원부설학교 건립 지원 

② 퇴원 후 학교로 복학할 수 있도록 초등 기초교육

③ 퇴원후 장애인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취업과 사회활동을 돕는 

컴퓨터 교육 병행

지원금액 : 매월 800,000원

학교

[ 너야데비초등학교 급식 지원 ]

지원지역 : 네팔 마그마티구 다딩현 널렁읍 빠트레마을

파 트 너 : 거룩한말씀의수녀회

지원시기 : 2014년 5월부터

지원대상 : 2시간 이상 걸어서 등교하는 산간학교 초등학교 70명 전교생

지원내역 : 점심 중식 제공

지원금액 : 매월 603,000원

효과 : 출석률이 높아지고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됨.

프로그램 지원

교육단절

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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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교육협력사업 공모

올마이키즈는 그 동안 결연후원 파트너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수시로 검

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정기 공모를 통해 사

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7년 국제교육협력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공고일 : 2017년 10월 13일

접수기간 : 10월 14일 ~ 11월 13일

접수현황 : 16개 제안서

심사기간 : 11월 14일 ~ 12월 13일

심사절차 : 배분위원회(11월 5일) → 이사회(11월 6일)

선정 결과

프로그램지원

[ 몽골 울란바타르 쎈뽈초등학교 방과후교실 ]

지원내용 : 울란바타르 극빈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무상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 지원

지원금액 : 7,100,500원

[ 몽골 울란바타르 오르비트 열린도서관 ]

지원내용 : 오르비트 변두리마을의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열린도서관 지원

지원금액 : 7,700,000원

[ 중국 사천 홍써치바앙 고아원 ]

지원내용 : 사천지역 소수민족 에이즈환자 자녀들의 고아원에서 진행하는 생활교육, 

기초교육, 보건교육, 소수민족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금액 : 7,281,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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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존모드 세인트 폴 초등학교 ]

지원내용 : 존모드 극빈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무상 초등학교의 다양한 예술교육을 지원

지원금액 : 16,314,000원

[ 캄보디아 바탐방 데레사 유치원 ]

지원내용 : 불법체류자로 귀환하지 못하는 이주노동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기본 생활교육, 환경교육, 위생교육, 예체능 교육과 교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금액 : 12,825,000원

[ 필리핀 시티오바칼 지역유치원 ]

지원내용 : 외딴 시골마을의 유일한 유치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원금액 : 10,942,000원

시설지원

[ 가나 투무 성 클라라 직업훈련 중·고등학교 도서실 ]

지원내용 : 가나의 여학생 기숙 직업학교의 학습과 모임, 독서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지원

지원금액 : 17,000,000원

[ 카메룬 두알라 직업 학교 ]

지원내용 : 카메룬 빈민가의 50년 된 직업학교 교실 신축 지원

지원금액 :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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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마이키즈가  

결연후원하는 

어린이들

네팔 113명

인도 13명

베트남 44명

필리핀 484명 마샬제도 8명캄보디아 250명

가나 38명

가봉 10명 남수단 152명

카메룬 12명

콩고공화국 20명

탄자니아 44명

말라위 27명

모잠비크 4명

케냐 24명

앙골라 15명

인도네시아 38명

방글라데시 50명

몽골 197명카자흐스탄 44명

챠드 68명

아시아 : 1233명

아프리카 : 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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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마이키즈의 

든든한 

파트너들

국가 파트너

네팔

   거룩한말씀의수녀회

   국제가톨릭형제회

   샤르트르성바오로수녀회

   수커워티재단

몽골

   ICM수녀회

   대구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살레시오수녀회

   예수수도회

   인보성체수도회

방글라데시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베트남
   살레시오수녀회

   성가소비녀회

인도    마리아딸수녀회

인도네시아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중국    한국외방선교회

카자흐스탄    작은형제회

캄보디아

   (사)행복공장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살레시오수녀회

   성가소비녀회

   예수회

필리핀

   거룩한말씀의수녀회

   공감만세

   말씀의선교수도회

   성가소비녀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가나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가봉    살레시오수녀회

앙골라    살레시오수녀회   

챠드    성심수도회   

탄자니아
   꼰솔라따수도회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카메룬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살레시오수녀회

케냐    전교가르멜수녀회

코트디브와르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콩고공화국    살레시오수녀회

말라위    살레시오회

남수단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모잠비크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마샬제도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볼리비아    성가소비녀회

페루    성심수녀회

볼리비아 21명

페루 6명

중남미 :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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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2017 살림살이

수입

지출

수입 지출

구분 항목 금액 비율

기부수입

결연후원 519,004,000 43.9%

교육후원 446,644,098 37.7%

운영후원 174,382,103 14.7%

물품후원 42,696,300 3.6%

기부외수입
이자수입 507,750

0.1%
기타수입 137,702

계 1,183,371,953

구분 항목 금액 비율

목적사업비

결연지원 514,237,998

92.0%교육지원 575,877,849

사업지원비 76,011,530

행 정 비
인 건 비 83,630,138

7.6%
운 영 비 13,355,139

사업외비용
기타지출 200,000

0.4%
외화환산손실 4,356,954

계 1,267,669,608

결연지원

40.6%

교육지원

45.3%

사업지원비

6%

행정비

7.7%

사업외비용

0.4%

결연후원

43.9%

교육후원

37.7%
운영후원

14.7%

물품후원

3.6%

기부외수입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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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계획

올마이키즈는 올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가입에 맞춰 비전과 

조직역량에 맞게 중점사업영역과 지원 국가, 사업모델 등 고유한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마이키즈가 국제협력NGO로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함께 살

기 위해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목표연도 203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담아 올마이키즈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해 1차시기인 도약기(2017~2020년) 

두 번째 해 2018년의 중점목표를 다음과 같이 이루고자 한다.

올마이키즈 브랜드레이징(brandraising) *

- 올마이키즈의 비전, 사명, 가치, 목표의 재정립과 공유

- 올마이키즈 ‘국제교육협력사업 일반지침’ 제정

- ‘올마이키즈 플랜 2030’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

- 기본 규정 정비와 조직 리뉴얼 방안 수립

도약기 지속사업  

- 네팔의 지속가능한 교육협력모델 개발

- 대안적 결연후원모델 개발

* 

브랜드레이징은 단체의 명확하고 

응집력 있는 정체성뿐 아니라 목표

를 지지하고 미션을 효과적이고 일

관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

뮤니케이션 체제를 발전시키는 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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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단 결연후원

l 1구좌 l 

가현우, 강경희, 강공준, 강기보, 강다혜, 강대선, 강미숙, 강미심, 강미정, 강병국, 강선숙, 강성오, 강세영, 강소라, 강수진, 강숙영, 

강순희, 강아람, 강애형, 강영민, 강영선, 강웅자, 강인모, 강정숙, 강정순, 강정심, 강창동, 강한영, 강해숙, 강현식, 경광석, 고광희, 

고귀옥, 고금자, 고기향, 고기혁, 고미애, 고민정, 고병국, 고승일, 고애옥, 고영식, 고영옥, 고영훈, 고운미, 고원혜, 고원호, 고유미, 

고유진, 고은비, 고은아, 고은희, 고진영, 고차경, 고찬희, 고춘희, 공선희, 공성호, 공지호, 곽녕오, 곽민영, 곽진숙, 곽진희, 곽형선, 

곽희선, 구동우, 구자영, 국민정, 권도희, 권석우, 권세영, 권소영, 권소은, 권수영, 권순근, 권솔아, 권순미, 권영임, 권영진, 권오연, 

권오철, 권은희, 권인기, 권종덕, 권태연, 권하람, 권현미, 권혜림, 권혜진, 기건우, 기우람, 기현주, 길한섭, 김갑수, 김건중, 김겨레, 

김경례, 김경분, 김경숙, 김경순, 김경자, 김경택, 김경학,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원, 김관식, 김광복, 김광숙, 김광자, 

김구훈, 김금옥, 김기륜, 김기연, 김기정, 김나현, 김낙환, 김남아, 김남연, 김남진, 김능문, 김다빈, 김다예, 김다현, 김대영, 김도연, 

김도윤, 김도윤, 김도윤, 김도은, 김도형, 김도훈, 김동경, 김동규, 김동수, 김동언, 김동완, 김동한, 김두겸, 김두희, 김랑자, 김말연, 

김명순, 김명옥, 김명옥, 김명옥, 김명자, 김명진, 김명학, 김명희, 김묘연, 김문구, 김문무, 김문호, 김미나, 김미나, 김미라, 김미생,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미현, 김민경, 김민선,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현철, 김민하, 김병수, 김병수, 김병욱, 

김보용, 김복순, 김비야, 김상건, 김상규, 김상화, 김새로, 김서연, 김석범, 김석일, 김  선, 김선경, 김선균, 김선민, 김선영, 김선우, 

김성곤, 김성구, 김성란, 김성범, 김성숙, 김성연, 김성은, 김성자, 김성진, 김성한, 김세진, 김소미, 김소현, 김  송, 김송현, 김수석, 

김수정, 김수정, 김수현, 김수환, 김순란, 김순애, 김순희, 김승렬, 김시경, 김시철, 김신일, 김신자, 김신현, 김애경, 김양임, 김연순, 

김연주, 김영기, 김영단, 김영대, 김영례,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백, 김영범,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진, 김영찬, 김영학, 김영화, 김영환, 김영훈, 김영희, 김예지, 김예진, 김옥경, 김옥연, 김옥주, 김완구, 

김완수, 김완호, 김용석, 김용욱, 김용주, 김용준, 김운택, 김원순, 김유리, 김유림, 김  윤, 김윤숙, 김윤임, 김윤희, 김은경, 김은복,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임, 김은자,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현, 김의형, 김인기, 김인숙, 

김인식, 김인학, 김일회, 김재범, 김재연, 김재원, 김재인, 김재준, 김재준, 김재천, 김재형, 김재희,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숙, 

김정암, 김정애,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호, 김정희, 김종복, 김종석, 김종연, 김주갑, 최지윤, 김주경, 김주미, 김주섭, 김주영, 

김준호, 김중식, 김지나, 김지민, 김지석, 김지선, 김지선,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호, 김진홍, 김진효, 김창겸, 김창수, 김창수, 김창영, 김창영, 김창환, 김천균, 김청자, 김춘미, 김춘석, 

김춘성, 김태모, 김태미, 김태영, 김태오, 김하늘, 김한나, 김행미, 김향미, 김현기, 김현령, 김현봉,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형근, 김형옥, 김형환, 김혜경, 김혜선, 김혜수, 김혜연,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호석, 김홍길, 김홍미, 

김효상, 김효성, 김효순, 김효정, 김휘자, 김희라, 김희선, 김희정, 나경자, 나유환, 나종덕, 나중원, 나진경, 나현지, 나홍식, 남궁갑, 

남기현, 남대현, 남선현, 남유리, 노경희, 노규혁, 노보영, 노연주, 노영숙, 노옥경, 노우혁, 노유진, 노이선, 노종하, 노지영, 노지향, 

노혜정, 능지림, 도민우, 도영철, 도영희, 두지은, 두예은, 두경민, 라갑인, 라현성, 라혜영, 류애영, 류장걸, 류제락, 류지애, 류하영, 

마정선, 마태호, 명규만, 명재성, 목선미, 목진주, 문영희, 문옥경, 문장원, 문지수, 문창복, 문춘금, 문형석, 민구식, 민동연, 민명자, 

민행미, 박강희, 박귀희, 박규리, 박근희, 박금구, 박기헌, 박기현, 박길임, 박난희, 박단비, 박동은, 박명국, 박명숙, 박명숙, 박명철, 

박문수, 박문주, 박미경, 박미희, 박민섭, 박민주, 박범희, 박병준, 박복규, 박봉현, 박분옥, 박상민, 박상윤, 박상진, 박상태, 박상희, 

박서영, 박선경, 박선용, 박선욱, 박성범, 박성숙, 박성숙, 박성옥, 박성우, 박성은, 박성준, 박성해, 박세은, 박소미, 박소연, 박소현, 

박소현, 박소희, 박수빈, 박수옥, 박수환, 박순창, 박승수, 박아름, 박연신, 박연실, 박영미, 박영민, 박영신, 한세은, 박영심, 박영애, 

박영태, 박영희, 박영희, 박완수, 박용범, 박용일, 박원남, 박유정, 박윤수, 박은경, 박은옥, 박익선, 박인서, 박인숙, 박인애, 박인호, 

박재석, 박재선, 박재성, 박재원, 박재윤, 박정기, 박정숙, 박정숙, 박정인, 박정자, 박정훈, 박정희, 박종만, 박종무, 박종석, 박종순, 

박종운, 박종찬, 박주송, 박준용, 박지숙, 박지용, 박지인, 박진석, 박진옥, 박진희, 박창목, 박창영, 박천형, 박철순, 박철진, 박춘례, 

박한미, 박한울, 박해연, 박해정, 박현미, 박현미, 전주술, 박현숙, 박형순, 박혜경, 박혜경, 박혜영, 박혜자, 박  환, 박효정, 박희영, 

방경옥, 방수원, 방정숙, 방충규, 배선영, 배선자, 배승숙, 배승조, 배승희, 배영애, 배은희, 배재일, 배진옥, 배태하, 배현정, 배현정, 

배형식, 배  화, 배흥태, 백가영, 백명화, 백미현, 백영주, 백진랑, 백찬식, 변미선, 변자정, 변정순, 복영구, 박슬기, 사경동, 서경숙, 

서광숙, 서기연, 서기화, 서미숙, 서민경, 서순학, 서승환, 서용원, 서원복, 서정규, 서정욱, 서정은, 서정호, 서종엽, 서지연, 서진석, 

서활호, 선소영, 성미경, 성시내, 성창수, 성한중, 소민호, 소영섭, 소진순, 손경희, 손병관, 손상욱, 손서연, 손성열, 손은순, 손재순, 

손재호, 손채원, 손채은, 손호빈, 송경선, 송수복, 송순례, 송연수, 송연옥, 송영관, 송영찬, 송영훈, 송유경, 송유림, 송은숙, 송인영, 

송재식, 송종영, 송지연, 송지영, 송진영, 송채영, 송하늘, 송하얀, 송하이, 송훈석, 신갑순, 신경화, 신광천, 신광호, 신기화, 신나리, 

신다원, 신동열, 신동일, 신동진, 신명선, 신미애, 신민영, 신배영, 신보경, 신상길, 신서경, 신성애, 신수웅, 신수현, 신숙이, 신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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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단 신숙향, 신이수, 신정식, 신정필, 신정희, 신창용, 신창우, 신현구, 신혜성, 신혜연, 신희경, 신희순, 신희철, 심명자, 이병열, 심미애, 

심상순, 심상형, 심순옥, 심영란, 심재인, 심재진, 심재찬, 심주희, 심진숙, 심  혁, 안가람, 안경재, 안광철, 안나혜, 안도건, 안미영, 

안상욱, 안서용, 안성자, 안수기, 안승천, 안승필, 안영균, 안영목, 안영순, 안영신, 안영자, 안유빈, 안윤수, 안윤숙, 안윤진, 안정희, 

안종미, 안현아, 안홍자, 안화숙, 안희종, 양도승, 양동석, 양봉순, 양성찬, 양승규, 양우재, 양재덕, 양정숙, 양정호, 양정희, 양정희, 

양하종, 양한주, 양해나, 양형지, 어봉우, 엄경옥, 연다운, 연승주, 연영란, 연준영, 염양옥, 염혜령, 오경자, 오동현, 오성해, 오세영, 

오세원, 오세진, 오순택, 오윤숙, 오윤자, 오정옥, 오준환, 오지혜, 오창용, 오현자, 오현정, 오형섭, 오호성, 옥광숙, 옥준희, 왕보영, 

왕인숙, 용희숙, 우병민, 우재성, 우점경, 우정규, 우종심, 원용희, 위상인, 유경자, 유금순, 유병옥, 유병우, 유병태, 유병희, 유상돈, 

유선희, 유승호, 유승호, 유양희, 유연춘, 유은숙, 유인호, 유정수, 유정열, 유종섭, 유진철, 박영애, 유창길, 유태현, 유향진, 유형봉, 

윤가현, 윤경미, 윤경희, 윤기섭, 윤나영, 윤미숙, 윤사라, 윤삼순, 윤석민, 윤선태, 윤성진, 윤성택, 윤숙연, 윤연숙, 윤영신, 윤원용, 

나자경, 윤유진, 윤은경, 윤은희, 윤정연, 윤정은, 윤정훈, 윤지원, 윤지원, 윤지훈, 윤하용, 윤현경, 이강민, 이강성, 이강자, 이건희, 

이확경, 이경림, 이경석, 이경섭, 이경우, 이경우, 이경진, 이경호, 이경훈, 이경희, 이경희, 이계숙, 이계화, 이관일, 이광복, 이광수, 

이광순, 이광종, 이광형, 이교찬, 이국자, 이국재, 이규봉, 이규원, 이기숙, 이기원, 이기진, 이기환, 이길자, 이다빈, 이대철, 이대홍, 

이도연, 이도원, 이동준, 이두식, 이두원, 이득기, 이랑자, 이명미, 이명애, 이미영, 이미옥, 이미옥, 이민기, 이민아, 이민정, 이민희, 

이방숙, 이범재, 이범진, 이병곤, 이병구, 이병국, 이병림, 이병삼, 이병욱, 이병희, 이보란, 이보람, 이상남, 이상덕, 이상도, 이상미, 

이상민, 이상빈, 이상빈, 이상용, 이상우, 이상윤, 이상준, 이상준, 이상훈, 이상훈, 이상희, 이서윤, 이  석, 이석민, 이석영, 이선영, 

이선영, 이선필, 이선하,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성규, 이성균, 이성미, 이성숙, 이성환, 이성희, 이소윤, 이소윤, 이소희, 이확솔, 

이수덕, 이수일, 이수전,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숙경, 이숙영, 이순영, 이순자, 이승남, 이승열, 이승헌, 이승훈, 이승훈, 이승희, 

이승희, 이승희, 이신희, 이애심, 이양숙, 이연옥, 이영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재, 

이영희, 이예진, 이옥자, 이옥재, 이용구, 이용길, 이용진, 이용표, 이용해, 이운정, 이원국, 이원복, 이원석, 이원아, 이원학, 이유미, 

이윤경, 이윤미, 이윤순, 이윤재, 이윤재, 이윤정, 이은서,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자, 이은준, 이은하, 이인건, 이인숙, 이인희, 

이자경, 이장용, 이재우, 이재윤, 이재천, 이점실, 이정겸, 이정림, 이정문, 이정석,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애,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채, 이정호, 이정화, 이정훈, 이정희, 이종찬, 이종환, 이주연, 이주은, 이  준, 이준용, 이준철, 

이준호, 이준호, 이지선, 이지수, 이지현, 이원민, 이세화, 이진용, 이창미, 이창석, 이창영, 이채민, 이청아, 이초희, 이춘미, 이태민, 

이태호, 이태훈, 이태희, 이판열, 이하영, 이해경, 이해리, 이해원, 이해윤, 이확향, 이헌호, 이확현, 이현선, 이현숙, 이현진, 이현진, 

이현표, 이형원, 이혜란, 이혜숙, 이혜주, 이혜지, 이호정, 이회영, 이효민, 이효순, 이흔정, 이희경, 이희동, 이희숙, 이희숙, 이희숙, 

이희연, 이희정, 이희주, 이희천, 인재환, 임건재, 임계선, 임계숙, 임계숙, 임광순, 임대건, 임동연, 임동화, 임미숙, 임미애, 임미영, 

임병락, 임성민, 임소라, 임소연, 임소화, 임수인, 임영식, 임우향, 임은정, 임재숙, 임정순, 임정연, 임종연, 임주섭, 임지수, 임지혜, 

임진영, 임창석, 임철순, 임태선, 임택근, 임해리, 임현경, 임현숙, 임현숙, 임희선, 장경진, 장대석, 정애연, 장복희, 장상기, 장순희, 

장연심, 장영구, 장영미, 장영자, 장영화, 장예지, 장보원, 장원경, 장유민, 장유진, 장유진, 장은희, 장인욱, 장입분, 장정숙, 장정욱, 

장정화, 장확준, 장현지, 장혜미, 장혜원, 장호순, 전확란, 전상후, 전상희, 전은경, 전인혁, 전재영, 전지오, 전형준, 정경래, 정경숙, 

정계자, 정광숙, 정기호, 정기훈, 정길조, 정남균, 정단비, 정도식, 정동국, 정명수, 정명자, 정명자, 정미연, 정미정, 정미희, 정확민, 

정민교, 정민영, 정석균, 정확선, 정확선, 정선경, 정소영, 정순녀, 정순천, 정순홍, 정애숙, 정연민, 정영미, 정영아, 정옥희, 정우철, 

정원경, 정원규, 정유정, 정윤자, 정은숙, 정은정, 정정숙, 정정자, 정지연, 정지영, 정진호, 정춘화, 정한라, 정한설, 정해득, 정현숙, 

정현숙, 정현자, 정현정, 정현주, 정현주, 정혜경, 정혜숙, 정혜정, 정호진, 정흥순, 정희도, 조경민, 조경임, 조확근, 조남석, 조남진, 

조덕형, 조돈찬, 조명동, 조명연, 조문경, 조문순, 조민경, 조민수, 조보경, 조분순, 조  석, 조선권, 조성근, 조성길, 조성현, 조소영, 

조소진, 조숙현, 조슬기, 조승진, 조아라, 조애형, 조연주, 조영숙, 조영옥, 조영옥, 조영자, 조유현, 조윤주, 조은경, 조이현, 조정연, 

조정욱, 조종선, 조진숙, 조천우, 조항심, 조혜진, 조훈기, 조희진, 주민호, 주선희, 주인화, 주정순, 주해돈, 주혜순, 지민구, 지민정, 

지정옥, 지창수, 지희숙, 진선희, 진성빈, 진의성, 차동수, 차수민, 차왕용, 차재숙, 차재영, 차혜숙, 차회덕, 채경화, 채신덕, 채아름, 

채유병, 채은주, 천미혜, 천세영, 천승학, 천영미, 천은경, 최건숙, 최경자, 최규섭, 최규호, 최대호, 최명인, 최명인, 최명호, 최미경, 

최미리, 최민규, 최민서, 최민선, 최범규, 최범규, 최범진, 최상수, 최상임, 최서창, 최선애, 최선화, 최성권, 최성남, 최성우, 최세경, 

최수연, 최수정, 최수정, 최숙환, 최승만, 최시창, 최양규, 최양숙, 최연승, 최영은, 최영자, 최영주, 최영희, 최옥교, 최옥자, 최우진, 

최원식, 최윤선, 최윤선, 최윤정, 최은성, 최은지, 최은희, 최인비, 최인숙, 최정야, 최종문, 최종철, 최주희, 최주희, 최준원, 최지애, 

최지은, 최진우, 최진이, 최춘복, 최혁승, 최현숙, 최형호, 최형환, 최혜숙, 최혜이, 최혜일, 최화숙, 최효숙, 최희자, 추정아, 탁귀임, 

필은자, 하미선, 하미숙, 하연숙, 한경동, 한대일, 한동현, 한동훈, 한명란, 한명아, 한석봉, 한성실, 한성희, 한세라, 한수연, 한수연, 

한수영, 한연희, 한영미, 한예슬, 한우리, 한운수, 한은숙, 한은희, 한재식, 한정님, 한정욱, 한정호, 한정희, 한중용, 한지예, 한지은, 

한지혜, 한채정, 한혜정, 한희영, 함미정, 함소정, 허선회, 허확숙, 허확원, 허윤정, 허확재, 허재석, 허정원, 허진명, 현경아, 현명수, 

현은주, 홍경혜, 홍다경, 홍미나, 홍사준, 홍석영, 홍성수, 홍세라, 홍연자, 홍옥경, 홍우영, 홍은영, 홍인순, 홍종수, 홍창식, 홍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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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단 홍혜림, 홍희경, 홍희승, 황규호, 황달순, 황명수, 황명진, 황복숙, 황상희, 황서영, 황선숙, 황수아, 황순경, 황순아, 황애란, 황영숙, 

황은영, 황인섭, 황인섭, 황정원, 황정진, 황중숙, 황지영, 황지혜, 황한찬, 황현미, 황현하, 황혜경, 황희석, 권실비아, 박노렌조, 

박마리아, 자미닐로 에밀린 알로, 홍로즈마리, 

(주)계영건설, (주)국제전선판매, (주)금강이앤씨, (주)낙원기업, (주)선광, (주)신흥케미칼, (주)진일전기, 5반나눔(숭의동성당), 

ja11영성체, M.E(소사본3동성당), ME389차사랑조, 개념원리수학, 구인회(소사본3동성당), 그리스도어머니(주안5동성당), 

글로리아성가대(통진성당), 닥터크린, 마수리회(소사본3동성당), 미드미앙상블(소사본3동성당), 바오로회(숭의동성당), 

산곡3동사목회(산곡3동성당), 샘동네지역아동센터, 성모승천(소사본3동성당), 성심대건회(소사본3동성당), 

솟대단스카우트(소사본3동성당), 수요반모임(부평1동성당), 순교자들의모후Pr.(효성동성당), 순교자모후(주안5동성당), 

숭의동성당자모회, 신우회(소사본3동성당), 안나회(소사본3동성당), 여럿이함께, 온유하신모후Pr.(효성동성당), 우리방앗간, 

일치의모후(주안5동성당), 일흥상사, 임세민예술심리치료연구센터, 제천성모유치원, 주안5동성모회, 주안5동요셉회, 

주안8동성당청년복사단, 지혜의동정녀(소사본동성당), 파랑새, 한울빛성가대(소사본동성당), 효성동성당청년 

l 2구좌 l 

강태경, 이상종, 강혜진, 고종익, 권용순, 권은수, 김대현, 김도현, 김두찬, 김민수, 김상희, 김수희, 김순호, 김승희, 김양임, 김윤정, 

김은경, 김인숙, 김자흡, 김진희, 김혜숙, 정경호, 김홍섭, 김희라, 김희호, 남윤현, 문성숙, 문순주, 문영미, 민영환, 박강희, 박성우, 

박양덕, 박재란, 박정의, 박종복, 박준희, 박창범, 박해광, 박화선, 배순욱, 배승대, 배영민, 부범진, 선현규, 송부자, 신성웅, 신혜란, 

심영란, 안호중, 오상호, 홍승연, 유미나, 윤영연, 이경이, 이미재, 이선경, 이영백, 이정민, 이정옥, 이중혁, 이찬오, 이치영, 임원섭, 

장경애, 조규정, 조길영, 유인희, 조문호, 조윤주, 진사랑, 최서일, 최용병, 최정이, 표병화, 홍정아, 황유경, 황점숙, 선우인희, 정루시아, 

3동빈첸시오(소사본3동성당), 복사빛성가대(소사본3동성당), 화롯불(소사본동성당) 

l 3구좌 l 

강계원, 강윤희, 김미현, 김정우, 김정화, 김지훈, 김춘명, 박경자, 박순영, 부정현, 이근일, 임소진, 전창훈, 정호철, 조용훈, 현동준, 

황초현, (주)서암테크, (주)한영티엔에스가족들, 주안5동사회복지분과, 청라성당빈첸시오회 

l 4구좌 l 

고애경, 김순영, 김정순, 박남순, 박재순, 배준태, 서동원, 송학근 

l 5구좌 l 

강은형, 류연순, 이문재 

l 10구좌 l 

김계영, 김동원, 김영욱, (주)케이씨폴, 반석동성당사회복지분과 

l 14구좌 l 

권순만

교육후원

감은주, 강경아, 강경하, 강경호, 강경화, 강경화, 강경희, 강남욱, 강대옥, 강동술, 강미정, 강민정, 강범석, 강보경, 강분희, 강성자, 

강숙자, 강순건, 강신순, 강영구, 강영란, 강정석, 강정아, 강정애, 강정자, 강정희, 강종민, 강준혁, 강진숙, 강청원, 강헌표, 강현옥, 

고광문, 고나경, 고순자, 고아라, 고인성, 고장훈, 고점숙, 고정숙, 고지성, 고지후, 고진아, 고  현, 고혜진, 고호준, 고흥철, 공성태, 

공숙경, 공인택, 곽명숙, 곽명호, 곽미순, 곽영철, 곽은순, 곽이섭, 곽정은, 곽정자, 구계자, 구명자, 구세영, 구순옥, 구승모, 구윤희, 

구자경, 구정희, 구철회, 국성민, 국수은, 국태웅, 권미례, 권미숙, 권미숙, 권미숙, 권미영, 권민정, 권서희, 권성한, 권세현, 권숙희, 

권순남, 권순만, 권순옥, 권양자, 권영미, 권유리, 권유안, 권인숙, 권정호, 권정효, 권태영, 권혜영, 기성희, 길선자, 김가영, 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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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단 김경남, 김경남,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수, 김경수, 김경숙, 김경숙, 김경신, 김경심, 김경애, 김경희, 김계숙, 김고순, 김광래, 

김광분, 김광훈, 김교분, 김궁회, 김귀옥, 김귀희, 김규환, 김기린, 김기만, 김기범, 김기석, 최옥환, 김기옥, 김기원, 김기헌, 김기호, 

김기훈, 김길정, 김남규, 김남분, 김대종, 김덕남, 김도선, 김도영, 김도현, 김도훈, 김동례, 김동섭, 김동진, 김동찬, 김동한, 김동훈, 

김두찬, 김두희, 김만례, 김만진, 김만희, 김명득, 김명수,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순, 김명자, 김명준, 김명희, 김문숙, 김문옥,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란, 김미래, 김미선,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서, 김민선, 김민식, 김민자, 

김민주, 김민지, 김민채, 김민호, 김  별, 김병령, 김병술, 김병인, 김병정, 김보람, 김보민, 김복순, 김확봄, 김봉기, 김상길, 김상우, 

김상훈, 김서연, 김서열, 김석훈, 김석희, 김선경, 김선경, 김선라, 김선순, 김선자, 김선자, 김선정, 김선화, 김선화, 김선희, 김성례,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신, 김성오, 김성옥, 김성용, 김성자, 김성자, 김성진, 김성진, 김성태, 김성호, 김성환, 김성희, 김세욱, 

김세윤, 김세종, 김소애, 김소영, 김소원, 김소혜, 김수림, 김수자, 김수정, 김수향, 김숙자, 김숙자, 김숙희, 김숙희, 김순미,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  숭, 김승기, 김승옥, 김승욱, 김승자, 김승주, 김승주, 김승진, 김시정, 김시형, 김신자, 김아름, 김아영, 김안나, 

김애경, 김연관, 김연규, 김연하, 김연희, 김연희, 김영경, 김영근, 김영란,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애, 김영옥, 김영은, 

김영자, 김영자, 김영호, 김영호, 김영환, 김영환,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예지, 김옥분, 김옥분, 김옥분, 김옥선, 김옥순, 

김완희, 김용경, 김용국, 김용비, 김용순, 김용열, 김용훈, 김  욱, 김원귀, 김원규, 김원열, 김유경, 김유노, 김유숙, 김유진, 김유현, 

김윤심, 김윤주,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수,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옥, 김은자,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형, 김인숙, 

김인자, 김인자, 김인철, 김인희, 김일선, 김임순, 김장기, 김재순, 김재은, 김재하, 김재현, 김정기, 김정숙, 김정심, 김정영, 김정은, 

김정은,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김정호, 김정화,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래, 김종만, 김종명, 김종수, 김종숙, 

김종순, 김종운, 김종학, 김종한, 김주용, 김주찬, 김준모, 김준봉, 김준식, 김준영, 김준우, 김준희, 김중업, 김지성, 김지연,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진남, 김진만,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진향, 김창곤, 김창수, 김창환, 김춘란, 

김태숙, 김태완, 김태호, 김택진, 김평순, 김평심, 김하연, 김하영, 김하옥, 김한용, 김한준, 김해련, 김해린, 김현미, 김현석, 김현옥, 

김현정, 김현정, 김현태, 김형규, 김형태, 김혜련, 김혜숙, 김혜순, 김혜옥, 김혜원, 김혜정, 김혜진, 김홍국, 김홍기, 김홍태, 김화실, 

김화연, 김화자, 김화중, 김효성, 김효심, 김효아, 김효양, 김효은, 김효임, 김효정, 김효진, 김훈모, 김희경, 김희경, 김희경, 김희경, 

김희연, 김희자, 김희정, 김희정, 나근호, 나도근, 나미정, 나영애, 나영준, 나지영, 나효순, 나효순, 남궁린, 남상익, 남연숙, 남정임, 

남해영, 남화순, 노경희, 노미자, 노복임, 노영호, 노지호, 노하정, 노한나, 노혜정, 도명택, 도성자, 도태환, 라옥분, 라혜련, 류경옥, 

류길림, 류민자, 류병헌, 류성용, 류찬형, 마성희, 마휘영, 맹영숙, 명노옥, 명노헌, 명수길, 명수현, 모연숙, 목경화, 목수일, 목해연, 

문경아, 문금주, 문미경, 문미혜, 문상원, 문선애, 문소연, 문숙경, 문순옥, 문여경, 문정남, 민병례, 민병춘, 민병희, 민선숙, 민소영, 

민영환, 민윤우, 민정화, 민지혜, 민형호, 민화옥, 박경석, 박경선, 박경아, 박경연, 박경자, 박경자, 박경화, 박금옥, 박금휘, 박기복, 

박길홍, 박나영, 박노희, 박대진, 박동근, 박동우, 박리나, 박말순, 박명숙, 박명희, 박무영, 박문주, 박미경, 박미영, 박미옥, 박미화, 

박민경, 박복임, 박복자, 박봉심, 박상순, 박상희, 박상희, 박서연, 박선미, 박선영, 박선옥, 박선용, 박선희, 박성국, 박성동, 박성동, 

박성민, 박성서, 박성자, 박성해, 박소영, 박수민, 박순기, 박순남, 박순란, 박순애, 박순예, 박순자, 박순자, 박연수, 박연실, 박영선, 

박영숙, 박영순, 박영순, 박영신, 한세은, 박영조, 박영찬, 박영출, 박영희, 박  옥, 박옥금, 박옥례, 박용한, 박운양, 박은순, 박은영, 

박은옥, 박은자, 박이라, 박익배, 박임순, 박재희, 박점순, 박정미, 박정옥, 박정원, 박정윤, 박정음, 박정화, 박정화, 박정화, 박정효, 

박종서, 박종인, 박종찬, 박종현, 박주원, 박준화, 박지은, 박진선, 박  찬, 박찬순, 박찬휘, 박창목, 박천웅, 박춘호, 박하얀, 박현미, 

박현숙, 박현열, 박현영, 박현주, 박현주, 박혜진, 박혜현, 박화자, 박흥남, 박희재, 반옥현, 방문자, 방상준, 방선영, 방수미, 방순화, 

방연주, 방현숙, 방효옥, 배경석, 배공식, 배권환, 배대호, 배동순, 배민서, 배보름, 배상익, 배선열, 배성만, 배승은, 배연숙, 배인식, 

배정선, 배정윤, 배지윤, 배지은, 배진형, 배현영, 백남구, 백대성, 백종녀, 백창현, 백혜성, 백혜연, 백흥열, 변수영, 변연주, 변영복, 

변종필, 복영구, 박슬기, 서경석, 서경옥, 서광숙, 서남철, 서도영, 서동현, 서동휘, 서미숙, 서신자, 서애숙, 서영성, 서용원, 서자경, 

서정아, 서정임, 서종철, 서태석, 서현순, 서혜경, 서희옥, 선명규, 선현규, 설옥화, 설은옥, 설지연, 성경희, 성모회, 성영란, 성용훈, 

성진주, 성현옥, 성희연, 소미옥, 소영제, 소채환, 손미현, 손애자, 손양순, 손연성, 손연순, 손영범, 손유철, 손정애, 손정자, 손종철, 

손한기, 손현진, 손혜란, 손홍일, 송경숙, 송경순, 송관섭, 송기범, 송기인, 송명환, 송미희, 송민정, 송민주, 송복순, 송상열, 송석성, 

송순옥, 송아름, 송애경, 송연주, 송영권, 송영섭, 송영자, 송은주, 송익섭, 송인강, 송인순, 송정란, 송정임, 송정자, 송종민, 송현숙, 

신경숙, 신금만, 신길자, 신동순, 신명선, 신명호, 신성호, 신성호, 신수연, 신순명, 신순옥, 신순희, 신애자, 신영선, 신영선, 신우식, 

신유경, 신은종, 신은주, 신은희, 신정자, 신지영, 신지의, 신태분, 신현숙, 신혜원, 신효연, 신희동, 신희자, 심광일, 심금희, 심명주, 

심상준, 심영란, 심완식, 심우성, 심은희, 심인섭, 심재옥, 심재학, 심재훈, 심태은, 심호정, 안광숙, 안명자, 안병숙, 안성민, 안성진, 

안세찬, 안수경, 안수진, 안숙자, 안승복, 안영미, 안영아, 안영애, 안옥규, 안월란, 안은자, 안인순, 안정균, 안중섭, 안혜성, 양동복, 

양명숙, 양미숙, 양미숙, 양미숙, 양석원, 양선우, 양수현, 양승갑, 양승월, 양정임, 양종귀, 양진욱, 양철순, 양필순, 양현미, 양현정, 

엄우용, 엄유리, 엄은숙, 엄정은, 엘이오, 여순분, 여영구, 여영숙, 여은파, 염명욱, 염미영, 오경석, 오경순, 오금희, 오기옥, 오남용, 

오무경, 오문규, 오미란, 오성환, 오세자, 오세희, 오순녀, 오승희, 오애자, 오영옥, 오영준, 오윤주, 오인숙, 오인순, 오정례, 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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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단 오정열, 오정옥, 오정현, 오정환, 오지현, 오창용, 오천택, 오한영, 오혁신, 오현아, 오효숙, 왕진택, 우상훈, 우영하, 우영환, 우외연, 

우재영, 우정선, 우정애, 우종식, 우철미, 우현정, 원금순, 원상훈, 원선희, 원수연, 원풍식, 위미경, 유경란, 유경춘, 유경희, 유동현, 

유명의, 유미경, 유미나, 유미라, 유미정, 유민영, 유병열, 유병학, 유상호, 유서영, 유선임, 유선혜, 유수정, 유숙자, 유순옥, 유순정, 

유승호, 유영순, 유옥선, 유인숙, 유정숙, 유정임, 유종하, 유지연, 유진형, 유철종, 유치국, 유한현, 유홍순, 유희자, 윤경희, 윤경희, 

윤명진, 윤문자, 윤미경, 윤민영, 윤병우, 윤보옥, 윤부경, 윤부국, 윤선양, 윤숙희, 윤시연, 윤여임, 윤연희, 윤영자, 윤용일, 윤이정, 

윤인섭, 윤인숙, 윤임순, 윤재우, 윤재환, 윤정순, 윤정순, 윤정희, 윤지원, 윤진화, 윤현중, 윤혜숙, 윤혜영, 윤혜재, 윤희식, 윤희진, 

이가연, 이강원, 이건구, 이건용, 이견화, 이경록, 이경륜, 이경선, 이경선,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애, 

이경이, 이경자, 이경재, 이경화, 이경화, 이경훈, 이관수, 이광규, 이광호, 이규중, 이규희, 이근범, 이근애, 이근호, 이금수, 이기석, 

이기숙, 이기열, 이기중, 이니키, 이다빈, 이대성, 이대연, 이덕희, 이동수, 이동식, 이동영, 이동하, 이동현, 이동호, 이막랑, 이멜다, 

이명숙, 이명순, 이명자, 이명제, 이명진, 이미경, 이미경, 이미석, 이미순, 이미애, 이미연, 이미영, 이미의, 이미화, 이민나, 이민준, 

이민희, 이병년, 이병숙, 이병준, 이보규, 이보영, 이복례, 이봉우, 이부희, 이부희, 이상미, 이상민, 이상순, 이상용, 이상훈, 이서헌, 

이석민, 이선경, 이선용, 이선희, 이선희, 이성만, 이성배, 이성복, 이성순, 이성호, 이성희, 이송의, 이송자, 이수경, 이수미, 이수미, 

이수연, 이수영,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숙재, 이숙형, 이순경, 이순규, 이순근, 이순기, 이순분, 이순선, 이순선, 이순옥, 이순자, 

이순자, 이순진, 이순희, 이순희, 이승순, 이승연, 이승주, 이승현, 이승희, 이승희, 이신수, 이아영, 이양임, 이양하, 이양한, 이연성, 

이연숙, 이연옥, 이연욱, 이연희, 이영민, 이영선, 이영선,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윤, 이영임, 이영자, 

이영찬, 이영현, 이영혜, 이영희, 이예리, 이옥분, 이옥순, 이옥자, 이옥희, 이용신, 이원목, 이원익, 이원자, 이원자, 이유경, 이유리, 

이유현, 이윤근,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윤철, 이윤화, 이은구, 이은미, 이은숙, 이은숙, 이은승, 이은실, 이은심,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행,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인석, 이인숙, 이장옥, 이재기, 이재옥, 이재임, 이점옥, 이점희, 이정미,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순, 이정실, 이정아, 이정애, 이정열, 이정욱, 이정윤, 이정이, 이정이, 이정자, 이정자, 이정현,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종숙, 이종숙, 이종헌, 이종현, 이주연, 이주찬, 이주현, 이준분, 이준희, 이중혁, 이지선, 이지안,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윤, 이지은, 이진희, 이창수, 이창제, 이채민, 이철기, 이  청, 이춘자, 이충열, 이탁곤, 

이태옥, 이하연, 이한성, 이향숙, 이향숙, 이혁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순, 이현아,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철, 이현택, 

이형대, 이형록, 이혜숙, 이혜숙, 이혜연, 이혜원, 이호경, 이호림, 이화택, 이황수, 이효숙, 이효정, 이  희, 이희경,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영, 인춘희, 임경운, 임공휘, 임교석, 임금자, 임길자, 임길자, 임맹숙, 임미란, 임미자, 임미자, 임미화, 임수영, 임순덕, 

임순옥, 임애자, 임영주, 임옥례, 임우람, 임우영, 임유정, 임재숙, 임정수, 임정임, 임종욱, 임지현, 임진화, 임채용, 임춘기, 임현옥, 

임희용, 장길순, 장대석, 정애연, 장동수, 장동일, 장명주, 장미란, 장병철, 장석자, 장선옥, 장성원, 장세희, 장송화, 장순덕, 장순덕, 

장순옥, 장연옥, 장영실, 장용미, 장인용, 장인정, 장인한, 장재영, 장재영, 장정애, 장지선, 장지희, 장충렬, 장현태, 장혜선, 장혜숙,       

장확훈, 장희선, 장희숙, 장희윤, 전경범, 전동상, 전미란, 전미주, 전미진, 전상욱, 전숙희, 전승희, 전양현, 전영순, 전은숙, 전재민, 

전준수, 전치권, 전필숙, 전현수, 정경란, 정경암, 정경애, 정경임, 정관영, 정  국, 정귀영, 정금고, 정금옥, 정금윤, 정다영, 정도식, 

정동자, 정막동, 정명이, 정명자, 정명희, 정무경, 정미순, 정미진, 정병민, 정병수, 정봉덕, 정선자, 정성권, 정성자, 정성조, 정성준, 

정성희, 정수아, 정수영, 정순금, 정순복, 정순이, 정순자, 정순화, 정승렬, 정승철, 정어진, 정연서, 정연섭, 정연실, 정연진, 정영도, 

정영선, 정영숙, 정영순, 정영애, 정원숙, 정원택, 정원호, 정유진, 정윤경, 정윤식, 정은아, 정인숙, 정인자, 정재연, 정재영, 정재옥, 

정재은, 정정규, 정정남, 정정순, 정정임, 정종선, 정주아, 정지연, 정창화, 정태양, 정태진, 정해경, 정해득, 정혁채, 정현남, 정현식, 

정현주, 정혜란, 정혜란, 정혜영, 정혜임, 정혜진, 정호철, 정화련, 정화순, 정효자, 정훈숙, 조경원, 조경자, 조경춘, 조기갑, 조나예, 

조덕흥, 조동규, 조명옥, 조목희, 조문기, 조문자, 조미선, 조병호, 조복례, 조봉자, 조상규, 조석희, 조성환, 조수빈, 조수흥, 조숙자, 

조숙자, 조숙현, 조순옥, 조영미, 조영배, 조영숙, 조영옥, 조영자, 조영자, 조영주, 조영희, 조예슬, 조옥열, 조용석, 조용희, 조윤선, 

조윤수, 조은향, 조이수, 조인식, 조인자, 조인주, 조자현, 조정화, 조진선, 조춘해, 조태성, 조한구, 조현수, 조화영, 주능균, 주민호, 

주선희, 주영근, 주윤미, 주정수, 주진해, 지공순, 지다혜, 지명수, 지명자, 지성자, 지수현, 지연자, 진동현, 차선미, 차숙희, 차아인, 

차연희, 차주한, 차찬규, 채명희, 채미옥, 채서진, 김수현, 채영일, 채윤제, 류하늘, 채정윤, 천선금, 천옥경, 천은경, 천정순, 최경송, 

최경옥, 최경희, 최고은, 최광순, 최광은, 최근성, 최기석, 최남석, 최덕순, 최동민, 최명숙, 최미리, 최미순, 최범진, 최병윤, 최복녀, 

최삼순, 최상구, 최상은, 최서일, 최선우, 최성덕, 최성애, 최수경, 최순영, 최순옥, 최순일, 최승미, 최승자, 최신영, 최신자, 최여옥, 

최연식, 최연자, 최영란, 최영만, 최영미, 최영수, 최영애, 최영이, 최영자, 최영재, 최영호, 최영희, 최옥의, 최용석, 최용희, 최윤섭, 

최은경, 최은영, 최은영, 최인교, 최인우, 최정숙, 최정우, 최정윤, 최정자, 최종순, 최종철, 최지만, 최지선, 최지영, 최진영, 최진이, 

최창호, 최태식, 우찬희, 최하원, 최헌석, 최현숙, 최현유, 최혜경, 최혜숙, 최혜욱, 최혜화, 최  호, 최효정, 최희선, 최희영, 추순옥, 

추연웅, 추유경, 추창숙, 태민웅, 태정민, 표기자, 피순신, 하나회, 하미옥, 하미자, 하미화, 하복례, 하성목, 하성희, 하순자, 하영미, 

하재영, 한경희, 한금선, 한도연, 한명옥, 한미환, 한민정, 한봉순, 한봉애, 한상국, 한순이, 한안나, 한애자, 한연석, 한연주, 한영부, 

한영순, 한영순, 한용준, 한은숙, 한재숙, 한정주, 한준만, 한준엽, 한지연, 한진경, 한춘희, 한해균, 허만욱, 허미숙, 허미영, 허상문, 

32



허선회, 허숙자, 허순애, 허영주, 허은희, 허재백, 허정임, 현관명, 현은정, 호영자, 홍두표, 홍확령, 홍명덕, 홍민선, 홍복수, 홍선아, 

홍선희, 홍성권, 홍성복, 홍성자, 홍수자, 홍연순, 홍영녀, 홍윤정, 홍재형, 홍정숙, 홍정아, 홍정희, 홍지은, 홍지훈, 홍진형, 홍화엽, 

홍희자, 홍희정, 황  경, 황경숙, 황규정, 황금순, 황명숙, 황미영, 황세원, 황순근, 황영희, 황용남, 황은희, 황은희, 황인성, 황인옥, 

황정남, 황정숙, 황정옥, 황천심, 황초현, 황택근, 황한영, 황현철, 황혜영, 김에리사, 남궁길구, 선우순단, 이데이지윤진, 

(주)선우테크, (주)스탁인베스트먼트, (주)인비트윈, 고촌성당, 김포나비초등학교, 김포성당, 답동성당성지순례단, 대건24, 

대부성당, 마전동성당, 만수6동성당, 부송동성당, 산곡3동성당글로리아성가대, 산곡3동성당빈첸시오아바오로회, 

산곡3동성당헌화회, 삼정동분원, 솟대단스카우트, 송천동성당, 역곡2동평화의모후Pr, 은행동성당, 

인천ME남구지구부부일동, 일신동성당사회복지후원회, 전북대학교, 주안1동성당, 주안3동성당, 중2동성당, 

지곡성당, 지곡성당수녀원, 청라성당빈첸시오회, 청운CEO, 포차501, 합덕성당복음나누기, 호계성당복지부

운영후원

김영욱, 김영환, 김효식, 송인영, 유철종, 이범석, 이재천, 이종인, 이창헌, 한경택

특별후원

황해순, 간석2동성당, 구월1동성당, 논현동성당, 등촌1동성당, 마전동성당, 만수6동성당, 부활성당, 상리성당, 서창동성당, 선학동성당, 

솔올성당, 숭의동성당, 신대방동성당, 신사동성베드로성당, 옥련동성당, 용현동성당, 우림성당, 일신동성당, 작전2동성당, 장기동성당, 

주안3동성당, 중1동성당, 한국순교성인성당

캠페인후원

권순만, 김미현, 김영숙, 김은경, 김혜숙, 정경호, 노옥경, 이순경, 이호정, 황점숙

물품후원

고기혁, 박종찬, 심재찬, 윤지원, 이은희, 이철학, 임주섭, 최복련, 최윤선,

(주)엘앤디코리아, (주)영메디칼바이오, (주)질경이우리옷, 개봉동성당, 그린스토어, 김포나비초등학교, 동아사이언스, 무지개약국, 

부부약국,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일등약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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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나의

아이들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정확하고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을 위해 예금주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소득세법 제 81조) 

- 

우편비용을 줄여 더 많은 후원금을 아

동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세청 온라

인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후원자님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연락처, 주소 등 후원자님의 정보가 

바뀐 경우, 사무국에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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