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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ambodian community

Cure, Care and
Cherish All
위드헤브론과
카카오 플러스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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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은
여러분의 협력과 사랑으로
캄보디아에 치유와 성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헤브론의료원을 위하여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헤브론의료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마음 하나 놓치지 않고
헤브론의료원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의료진과 행정직원,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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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헤브론의료원
원장 김

우정

헤브론 여러분의 협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 분 한 분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헤브론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를 돌보기 위해 처음 헤브론의료원을 연 마음 그대로 연간 약 6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많은 의료 봉사팀과 개인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헤브론 간호대학에서는 2번째 졸업생 3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호스피스 병동과 인공신장 투석실이 설치되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의 증축이 완료되어 기존 3층까지였던 병원이 5층까지 높아져 보다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19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망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헤브론이 함께 하여 지금은 매주일 깜퐁
스프(Kampong Speu)지역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의 전산화를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호스피스 병동과 인공신장 투석실을 통해 더 전문화된 의료기관으로서 면모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선교사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들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강화할
것입니다. 헤브론의료원은 더 현지에 가깝고 전문화된 의료 기관이 되기 위해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성숙과
함께 리더십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위하여 헤브론의료원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헤브론의료원은 이 중요한
전환기를 잘 보내고 더 튼튼하게 캄보디아를 돌보는 사명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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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헤브론의료원은 충실히 캄보디아를 치유하였습니다. 후원자와 후원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헤브론의료원이 바로 설 수 있었고 캄보디아의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며, 주님의 일군을
길러내고 가르치고 주님의 나라가 이 캄보디아 땅에 확장되는 일에 조그만 부분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나 2019년은 더 많은 캄보디아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하셨고 필요한 때에 재정과 의료기기, 그리고
약품을 통해 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헤브론의료원은 필요보다 이르지 않았고 늦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로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2020년은 다시금 헤브론의료원이 설립했을 때의
사명을 되새기고 그 사명으로 캄보디아를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채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헤브론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기관과 개인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비록 국내의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라는 주님의 말씀
처럼 실천하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헤브론의료원 부원장 이

영돈

헤브론의료원은 제2의 집
안녕하세요. 헤브론의료원에서 치과의사를 담당하고 있는 Khun Bopheak입니다. 올해로 12년째 헤브론
의료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은 제게 있어서 제2의 집처럼 편안하며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은 캄보디아의 다른 병원들과는
다릅니다. 보다 많은 환자를 돌보고자 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캄보디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캄보디아를 치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제게 큰 기쁨이지만 다양한 국가와 기관, 개인
분들께서 찾아오시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헤브론의료원은 캄보디아 의료환경의 중요한 축으로서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의료인과 시설,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병원이기에 헤브론의료원은 특별합니다.
사랑으로 캄보디아를 돌보는 헤브론의료원에 많은 분들과 기관이
함께 해주심을 헤브론의 가족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캄보디아에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의료원 치과의사 Khun

Boph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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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헤브론
사업 보고
•위드헤브론 소개
•헤브론의료원 운영지원
•협력
•기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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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헤브론 소개

위드헤브론 사업 보고

위드헤브론은 헤브론의료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설립된 헤브론의료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국내외
기관·단체·개인 후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이행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 보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합니다.

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NGO

국내외 기관·단체·개인
후원자들과의 협력

국제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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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브론의료원 운영지원

위드헤브론 사업 보고

환자 치료와 질병예방 지원
치료와 도움이 절실한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헤브론
의료원을 지원합니다. 2019년은 어느 해 보다도 많은 환자가 방문했지만 의료인,
선교사, 후원자분들의 손길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헤브론의료원
방문 환자

연간 건강검진
검진자 수

63,507명

무료 환자 : 42,568 명
유료 환자 : 20,939 명

헤브론의료원
병동 입원 환자 수

7,330 명

1,661명

심장 / 외과
수술 환자 수

한국 초청
심장수술 환자 수

74/553 명 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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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브론의료원 운영지원

37명

위드헤브론 사업 보고

해외 결연아동사업
‘Care After Program (CAP)’ 아동 수

CAP는 선천성 심질환 환아에게 심장수술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균등한 교육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돕는 해외 아동 결연사업입니다.

5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배사업
방문 횟수

헤브론의료원 소화기센터 운영지원과 함께 캄보디아 소화기
내과 의료진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마을 이동검진 등 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원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찾아가 전인적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헤브론의료원을 지원합니다.
해외 아동 결연사업부터 이동 진료사업까지 캄보디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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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브론의료원 운영지원

위드헤브론 사업 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배사업
캄보디아인들의 식습관 및 위생상태로 인한 소화기관련 질병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헤브론의료원 내 내시경 센터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분배사업’ 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 위장내시경 시술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현지 이동검진 : 3회
•이동검진 지역 : Kampong Speu 지역 내 ‘Phum Saram’ 마을
•진료과목 : 일반내과, 소화기내과
•환자 수 : 167명 ( 19년 1 월  11일   :   30명, 4월  26일   :   46명, 7 월  4일   :   91명 )

위장내시경 시술  (POEM)
•진료 횟수 : 2회
•시술 장소 : Calmette Hospital
•시술 환자 수 : 4명 ( 19년 7 월  5일   :   2명, 20년 1 월  3일   :   2명 )

현지 의료진 인재양성 사업
‘내시경 검사’ 현지 의료진 양성 교육
•교육 횟수 : 5회
•장소 : 헤브론의료원
•대상 : 캄보디아 현지 의료진
•참석 인원 : 210명 ( 19년 1 월  12일   :   35명 , 4 월   27일   :   42명, 7 월  6일   :   50명, 10월  5일   :   59명,
20년 1 월  4일   :   24명 )
•교육 내용 : 대장경 모델, 폴립 절제술 모델,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등 내시경
모델 활용한 Hands - On Workshop 교육 진행

소화기내과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 교육
•교육 횟수 : 2회
•장소 : Calmette Hospital, Khmer Soviet Friendship Hospital
•대상 : 캄보디아 소화기내과 의료진
•참석 인원 : 202명 ( 19년 7월  5일   :   60명, 10월 4일  :  142명 )
•교육 내용 : 컨퍼런스를 통한 사례 연구 및 전문 의료 지식 습득
※수행기관 : 닥투게더

※배분 및 감독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기관 : ㈔위드헤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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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위드헤브론 사업 보고

국내외 기관, 단체, 개인
후원자들과의 협력
헤브론의료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드헤브론은 여러 협력사와 긴밀히 협력
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값진 관심과 격려를 받아 곳곳에서
보내준 후원금과 약품으로 수많은 수술과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한국초청 심장수술 (5 명)
수·시술 기관

환자명

가천길대학병원

Seavmey Ngoy  (2 / F)

충남대학병원

Saray Sambath (4m / M), Sokcheat Daline (18 / F), Visal Sokvattahanak (11m / M)

양산부산대학병원

Rin Lipin (3 / F)

1,522,673,135원
후원금 / 후원 의약품 / 후원 의료물품

※ 수·시술 협력 기관 : 전남대학병원, 가천길대학병원, 동산의료원, 현지의사팀, 충남대학병원, 보훈병원, 고대안산병원, 세종병원, 양산부산대학병원
※ 후원 협력 기관 : 국민은행, ㈜도휘, 성안심장재단, 월드투게더 캄보디아, 노송로타리클럽, 재경김천향우회, 화정동산교회, 청주 서문교회

후원금

후원 의약품 (478,849,793원)

후원 의료물품 (240,554,591원)

의약품
지원

갑상선호르몬제, 항진균제, 항생제, 진통소염제, 혈압강하제,
진해거담제,구충제,소화성궤양용제, 항히스타민제, 고지혈증치료제,
심부전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갑상선호르몬제, 항정신제, 진경제

고압멸균기, 치과 파노라마 장비,
제세동기, 치과용 의료기기 등

지원 협력
기관

한국사랑나눔공동체, ㈜콜마파마, 동아ST,
국립 중앙의료원, 정원약품, 안국약품, OK 군산병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중외제약, 한미약품, ㈔MGU,
세계소아심장네크워크, 사랑누리선교회, 박수정 님

신구대학교, ㈜덴티움, 라파메드(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니무역,
진근호 님, 이범구 님

69회

90  명

6회  *

의료봉사 총 횟수
(팀 & 개인 총합)

일반 방문 봉사

헤브론의료원으로 보낸
선적 횟수

* 선적 1회당 40피트 사이즈 하이큐 컨테이너 사용 / 약 1,889개 박스 (40×30×30㎝) 적재 가능
2019년 4분기 특수파라메딕 구급차 선적 (후원기관 :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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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성장

위드헤브론은 2019년에도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더 큰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며,
값진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위드헤브론 사업 보고

후원자·기관과의 소통 강화
뉴스레터 발신
헤브론의료원과 위드헤브론의 소식을 월별로 전달하여 후원자·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활성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헤브론의료원과 위드헤브론의 소식을 후원자·기관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뉴스레터

2019 감사의 밤 진행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위드헤브론 부서 개편

사단법인 위드헤브론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기획  /  PR   /  총무  /  행정 & 후원관리 팀으로 개편되어
헤브론의료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헤브론의료원과 위드헤브론의 한 해를 보고드리는 ‘2019
감사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250여 명의 협력
기관 및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렸습니다. 또한 헤브론의료원과 위드헤브론은 2020년도 변함없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협력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
위드헤브론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을 연구 및 기획하고 여러 협력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립

외부 감사 진행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을 위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협력
감사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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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브론의료원
사업 보고
•헤브론의료원 소개
•의료 지원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
•교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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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브론의료원 소개

헤브론의료원 사업 보고

헤브론의료원은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약품과 의료물품을 지원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사업 운영
이동이 어려운 시골지역 이동진료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역을 개발합니다.

교육 지원사업 운영
의료진 교육 및 간호대학 운영을 통한 간호대생
배출까지, 부족한 의료인재와 이를 지원하는 행정
인재를 양성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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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사업

헤브론의료원 사업 보고

아프지 않은 캄보디아를 위한 첫걸음
바로 ‘의료’   입니다
전문 의료시설과 기관, 의료인원이 부족해서 오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평균 4,900여 명의 환자들이 내원하는 헤브론의료원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며 현재 그들이 겪는
고통을 진찰하고 그에 적절한 진료를 합니다.

수술 및 시술

심장병, 안과질환, 갑상선, 외과, 정형외과, 부인과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와 수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외과 수술

553 회

심장 수·시술

74 회

| 수술

52회

| 시술

22회

부서별 진료
•소화기내과

16,124 회

•정형외과

•소아과

10,828 회

6,946 회

•산부인과

5,132 회

4,412 회

•치과

2,360 회

•내과

14,060 회

•안과

10,574 회

•외과

11,812 회

•검안

2,050  회

•소아심장과

병동별 환자
•일반 환자 병동 수

871명

•시술 환자입원 수

72 명

•외래 입원환자 수

185 명

•항암 치료환자 수

102 명

•일반 수술환자 입원 수

241 명

•전원 환자 수

24 명

•심장 수술환자 입원 수

51 명

•퇴원 환자 수

860 명

•건강검진

7,33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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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사업

헤브론의료원 사업 보고

헤브론의료원 4·5 층 증축 및 부속 건물 완공 및
신장 투석실 / 호스피스 병동 신설
• 헤브론의료원 4·5 층 증축 : 약 4·5층 660평, 6층 E/V실 120평/총계 780평
• 부속건물 완공 외부 화장실, 사원 복지건물, 기계실 : 약 22평/총계 802평
• 신장 투석실 신설
- 미국 에브리데이교회 후원 및 독일 Fresenius Medical Care 회사 협약하여 인공신장
투석기기 10대 설치 및 운영
• 호스피스 병동 신설
- 샘물호스피스 병원의 협력을 통한 호스피스 병동 운영 및 전문 간호사 양성

시엠립 헤브론의료원 분원 오픈
•진료과목 : 일반내과, 소아과
•내원 환자수 : 1,152명 (2019년도 6월 ~ 12월 기준)

헤브론의료원 신장투석실 (Hemodialysis Center) 및 호스피스 병동 준공식 행사
2019년 10월 17일, 헤브론의료원 신장투석실(Hemodialysis Center) 및 호스피스 병동 준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부총리 Yim Chhay Ly를 비롯해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 Mam Bun heng,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Hang Chuon Naron,
김지민 한국총영사, 독일 대사관 Christian Berger,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 정부 인사 및 고위 관료가 다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헤브론의료원 신장투석실은 총 23개의 투석기를 구비하였습니다. 미국 에브리데이교회의 후원과 독일
Fresenius Medical Care 사와 협약을 통해 최신 장비를 갖춘 신장투석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헤브론의료원은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혈액 투석을 통한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샘물호스피스 병원의 후원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신설하였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은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운영하는 동시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정성으로 돌볼 예정입니다.

1
2

3

4

1. HMC 4,5층 증축과 완공된 부속 건물 2. HMC 증축 5층 내부
3. HMC 인공신장투석실 4. 호스피스 병동 내부

좌측부터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캄보디아 정부관계자, 헤브론의료원 김우정 원장,
김지민 한국총영사, 캄보디아 부총리 Yim Chhay Ly, 독일 Christian Berger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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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량 강화사업

헤브론의료원 사업 보고

이동검진 및 어린이 사역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골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였습니다. 이동진료는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검진하고 알맞은 치료와 의약품을 지원합니다. 더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원으로 내원하게 하여 정밀
조사 및 적절한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동검진과 함께 캄보디아의 미래에 주춧돌이 될 아이들에게 학습놀이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 수 : 8회
•이동진료 환자 수 : 약 1,200명
•이동진료 과목 : 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 이동검진 협력기관 :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선한목자교회, 대한병원협회,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서문교회,
신구대 치기공, 상도교회, 일본 선교회, 동안, 충무 & 샘물 호스피스 연합, 익산남중교회

해외결연 아동사업 CAP (Care After Program)
헤브론의료원은 심장 수술 후, 아동 관리 프로그램인 CAP 운영을 통하여 캄보디아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건강관리 등의 전인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아동 수 : 37명
•1 :  1 결연자 수 : 24명
•연간 평균 아동 방문 횟수 : 3.8회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지역으로 직접 이동하여 진료하고 그 지역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CAP (Care After Program) 운영을 통하여 심장수술을 받은 아이들을 돌보아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결연 아동사업 CAP
(Care After Program)

이동검진 및 어린이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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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사업

헤브론의료원 사업 보고

캄보디아,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전문 의료인 교육

병원전문 행정인 양성

전문 의료인 교육
레지던트 전문의 양성
2014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차세대 의료인 양성을 위한 3년제 수련 프로그램인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에서 13명의 현지 의료진이 적절한 실습과 훈련을 통해 의사로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양성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 돌봄을 통해
마지막까지 인간 다울 수 있도록 병동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현지 간호사들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 지원협력 기관 : 샘물 호스피스 병원

간호대학 운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부족함으로 학습과 실습이 어려운 캄보디아의 전문 의료인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헤브론 간호대학에서 11월 17일 35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40명의 신입생이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캄보디아 전문 의료인들을 계속해서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장학금 지원  (12,430,790 원)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열이 넘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그들을 전문 간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 지원협력 기관 : 아시아발전재단, 모유사랑

한국 초청 연수 (11 명)
아주대 & 경희대 간호대학의 주관으로 캄보디아 현지 간호대학 재학생 10명과 교수 1명이 한국으로 와 간호
연수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제한적이었던 학습과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협력 기관 /  개인 : 아주대 간호대학, 경희대 간호대학, 충무교회, 온사랑교회

병원전문
행정인 양성

의사와 간호사 뿐만이 아니라 행정 전문인이 함께 늘어야 병원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에서는 행정 전문인을 양성하여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전문 행정인을 양성합니다.

행정직원 인원

47명

2019 년 12 월 기준 (한국인 직원 제외)
※ 2018 년 대비 11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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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보고
•수입·지출 내역
•의료 지원사업 지출
•교육 지원사업 지출
•지역 역량 개발사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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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보고

소중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과 물품은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 주고 싶은 후원자·
기관의 마음으로 깨끗하고 공정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후원의 소중함을
알기에 모금부터 예산 설정, 사용까지 관련 법률과 회계 기준에 입각하여 기관의 주요 재무
정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8년도
총 수입

2019년도
총 수입

1,580,017,288원

1,522,673,135원

후원금
기부물품

75%
25%

후원금
기부물품

52.75%
47.25%

2018년도
총 지출

2019년도
총 지출

1,490,286,013원

1,572,129,431원

목적 사업비
모금 및 운영비

85.3%
14.7%

2018년도 수입
•후원금
•기부물품

•모금비 및 운영비

84.4%
3.51%

운영비

12.09%

2019년도 수입
1,183,182,405 원
395,710,285 원

2018년도 지출
•목적 사업비

목적 사업비
모금비

•후원금
•기부물품
- 후원약품
- 후원물품

803,268,751 원
719,404,384 원
478,849,793 원
240,554,591 원

2019년도 지출
1,271,608,372 원

218,677,641 원

•목적 사업비
- 해외 의료 지원비
- 해외 지역 개발비
- 해외 인재 양성비
- 한국초청 수술 지원비
- 해외사업 수행비
- 국내사업 수행비
•모금비 및 운영비
- 모금비
- 운영비

1,326,926,256 원
1,150,238,401 원
78,959,880 원
13,286,171 원
12,000,000 원
55,972,700 원
15,902,404 원
245,203,175 원
55,167,725 원
190,035,4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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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보고

의료 지원사업에 따른 지출
해외 의료 지원비

1,150,238,401원

•현지 수술 지원비

183,200,110원

•의료 소모품

16,519,377원

•병원 운영

54,566,943원

•후원 의료기기

252,554,591원

•구매기기

98,365,100원

•수리비

25,101,950원

•의약품

519,930,330원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지출
해외 인재 양성비

13,286,171원

•간호대학 지원비

12,430,790원

- 간호대학 장학금

7,000,000원

- 간호대학 기숙사 지원비

4,320,000원

- 간호대학 운영지원

1,110,790원

•의료진 수련비

855,381원

지역 역량 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지출
해외 지역 개발비

78,959,880원

•CAP
- 국내 모금을 통해 CAP로 전달된 총액

17,296,240원

※ CAP 총 비용 : 24,699,570원
-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CAP로 전달된 총액

7,403,330원

※ 해외 지출내역으로서 2019년 12월 31일 환율 1,156원을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
- CAP 사업비

25,713,636원

※ 1 인당 평균 지원금 : 612,229원 (42인 기준 /  2019)
- 영양관리지원비

22,738,115원

※ 1 인당 평균 지원횟수 479건 (건당 47,131원)
- 건강 지원비

1,223,164원

- 학습용품 지원비

674,549원

- 아동 관리비

1,077,808원

- CAP 운영비

4,574,951원

※ CAP 운영을 위해 국내 모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해외에서 CAP로
직접 후원 받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배사업

61,663,640원

- 사업 수행비

47,686,708원

- 현지 의료인 교육

12,050,364원

- 캄보디아 의료봉사

1,926,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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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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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미션
2020년 한 해도 위드헤브론은 책무를 온전히 다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헤브론의료원 설립 목적을 이어나갑니다
헤브론의료원은 빈곤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진료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위드헤브론은 헤브론의료원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맡은
책무를 온전히 다해 병원 설립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헤브론의료원의 원동력은 여러분들의 협력입니다
헤브론의료원에는 전문적인 진료를 요하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하고 있습니다. 위드헤브론은 협력 기관
및 후원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헤브론의료원이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만족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을 찾아오는 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위드헤브론은 병원의 일반적인 진료지원을 넘어 치료 후 관리 프로그램 (Care After Program)을 확장
하여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인적
지원사업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지원을 하여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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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THHEBRON
위드헤브론으로 직접 후원 및 협력한 기관
㈔엠지유 (MGU), ㈜기성인터내셔날, ㈜덴티움, ㈜새런산업, ㈜세하도, ㈜신동해홀딩스, ㈜에스지씨,
㈜엔씨디지텍, ㈜엠코, ㈜트루나스, ㈜하은메디스, 가톨릭중앙의료원신용협동조합, 경기고등학교67,
경기신우회 60회, 경인장로교회, 고양동산교회, 광주동성교회, 광주벧엘교회, 글로벌오픈스터디, 금호
교회, 김해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포교회, 대니무역㈜, 대화제약㈜, ㈜도휘, 동신의료재단, 라파메드(유),
명이비인후과, 명인제약, 묘동교회 (제2마르다회), 무학교회 - 세계선교부, 문경새재교회, 바울남선교회,
벤쿠버 한인장로교회, 보태니카 (핑거플라워), 사랑누리선교회, 산지교회, 상도교회 교육부, 서울노회,
선한목자교회, 세빛교회, 소망교회 (삼각지), 송정교회, 수영로교회 - 세계선교회, 수원온사랑교회 (HMC
후원 포함), 수원평안교회, 수지수정교회, 스완에스테틱 (이정혜), 신구대학교, 신당중앙교회, 써니한식뷔페
(내천점), 안국약품㈜ 앰뷸런스코리아 (송광상사), 여수서광교회, 오륙선교회, 왕십리중앙교회, 요시야
남선교회, 은혜약국, 가브리엘 선교회, 익산영복교회, 일산동안교회, 일산예일교회, 종암교회, 주식회사
씨티존, 주식회사 퍼플네스트, 주안교회 - 여전도회, 주안장로교회, 중부명성교회, 중외제약, 창녕미동
교회, 모유사랑, 청주은광교회, 충무교회, 충무교회우백, 평광교회, 평화음악회, OK군산병원, ㈜콜마파마,

㈜산텐제약

후원 및 협력 기관
서울아산병원, ㈔세계소아심장네크워크, 가천길대학병원 (HMC 후원 포함),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학병원,
보훈병원, 고대안산병원, 세종병원, 전남대학병원, 양산부산대학병원, 동산의료원, 한국사랑나눔공동체,
국민은행사회협력부, 대한병원협회 (HMC 후원 포함), ㈜동아ST, 아시아발전재단, 샘물 호스피스선교회
(HMC 후원 포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HMC 후원 포함), 한국실명예방재단,

㈜한미약품

헤브론의료원으로 직접 후원 및 협력한 기관
거제 고현교회, 그린망고, 라라밴드, 목포남부교회, 백무현 성형외과팀, 사랑의 교회, 새순교회, 서울영동
교회, 서울 믿음교회, 성안심장재단, 송파교회, 안양감리교회, 연세의대 기독학생회, 예수대학 간호학생팀,
오산 초대교회, 월드 투게더 캄보디아, 이대 찬양팀, 익산 남중교회, 인천 보아스 교회, 일본 선교 협력회,
일산 충신교회,전주 동산교회, 전주중부교회, 정릉교회, 제주 이도교회, 즐거운 우리교회, 진명교회, 청주
서문교회, 프놈펜 Light of Christ, 하님재단, 홍관수 세실내과, 홍콩 CMF팀, Hebron 교회, OMMA, SEI
(한일장로), Thya K-Tech Co.

※개인 후원자는 위드헤브론 홈페이지 내, ‘월간 기부자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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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헤브론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을
헤브론의료원에 내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진료를 위해, 헤브론의료원 입구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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