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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이사장                              사단법인 라파엘인터내셔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대표이사

국내외 사업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지원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은 올해에도 
미얀마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을 후원하는 등 글로벌 의료나눔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또한, 라파엘센
터가 문화나눔의 공간으로써 봉사자들이 인간존중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세계 시민의 안
목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보건의
료계열 학생 봉사자들의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ROSA(Raphael Open Social Academy)’를 
개설하였고, 올해에는 은퇴한 의료인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전문 의료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라파
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발하였습니다. 

라파엘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한 모든 라파엘 가족과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라파엘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대가 없는 의료나눔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파엘나눔

라파엘인터내셔널 2007년 발족한 라파엘인터내셔널은 몽골을 시작으로 미얀마, 네팔, 필리핀 등지에서도 활발한 의학 교
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현지교육세미나를 통해 현지 의
료인들을 교육하고, 5년째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며 장기이식모델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
다. 특히 신장내과 현지교육세미나가 10주년을 맞이하는 사이 신장조직검사를 통한 진단의 정확성이 
강화되었고, 몽골 전역에 복막투석이 보급되는 등 수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청연수
를 수료한 몽골의 의료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조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
며 라파엘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몽골의 성공적인 의료 자립화 모델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 미얀마는 장기이
식 역량강화사업을 중점으로 초청연수와 현지교육세미나, 공동수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
고성 자궁경부암사업과 결핵검진사업 등 보건증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소아심장수술 역량강화사업은 네팔, 몽골,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공동
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미얀마는 심장병 어린이를 국내로 초청하여 수술하였습니다. 아울러 네
팔에서는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굴뚝설치사업, 필리핀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마주하는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은 봉사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확보하고 
의료의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2018년에도 2만여 명의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성북동 라
파엘센터 진료소는 매주 일요일 18개과 무료진료와 수요일, 토요일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당뇨
병,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특수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이주노동자
들을 집중 치료하는 동두천 분소는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확대진료를 여는 등 다양한 진료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안 지역에도 분소를 개소하여 진료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라파엘클리닉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검사나 수술 등을 필요로 했던 1,400여명의 환우들은 
협력병원으로 의뢰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충북 진천 이동클리닉은 지역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춘천과 부산 지역의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에 대한 지원도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파엘클리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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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클리닉

라파엘나눔

라파엘인터내셔널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백동관에서 첫 진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성신관으로 이전
라파엘클리닉(Raphael Clinic)으로 명명
동성고등학교 강당 4층 복도로 이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복지단체 등록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승인

1997 04 
1997 06
1997 10
1998 06
2003 01 
2005 02 

1997

사단법인 라파엘인터내셔널 발족
해외 의료지원활동 시작 (몽골 의료캠프)
몽골 소아심장병 환아 초청수술 시작
몽골 의료진 초청연수 시작
몽골 - 한국 신장내과  현지교육세미나 시작

2007 02 
2007 10 
2008 01
2008 10
2009 09 

향후 10년 비전 GRACE 선포
동두천 분소 개소(샬롬하우스) 
전자의무기록차트(EMR) 도입
다문화가족 의료나눔 시작

2007 05 
2007 10
2008 04 
2009 05

2007

History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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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의료캠프 시작
라오스 구강보건사업 시작
필리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작
미얀마 의료진 초청연수 시작
네팔 실내대기환경 개선사업 시작
네팔 의료진 초청연수 시작
몽골 소아심장병 환아 현지수술 시작 
몽골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프로젝트 시작

2010 11
2011 12 
2012 01 
2012 06
 
2012 12
2013 11
 

치과 진료소 확장 이전
제1회 다문화가족 의료나눔 포럼 개최
다문화가족 모자건강교육 실시
동두천 분소 치과진료 시작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설치
혜화동 치과진료소 수요일 진료 시작

2011 10
2011 11
2012 03
2012 04
2012 05 
2012 06 

2010

라파엘 문화강좌 시작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발족
라파엘 프리메드 아카데미 시작
라파엘 후원회 ‘라파엘 피아뜨(FIAT)’ 발족
하림의 국경 없는 음악회 시작
ROSA(Raphael Open Social Academy) 시작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시작

2014 11 
2015 06 
2016 06 
2016 12 
2017 05
2018 03
2019 04

라파엘 몽골리아 봉사단 의료캠프 시작 
몽골 의과대학 교수역량강화사업 시작
제1회 몽골 - 한국 장기이식세미나 시작
미얀마 스마트 이동검진사업 시작
미얀마 바고성 자궁경부암검진사업 시작
제1회 미얀마 - 한국 장기이식세미나 시작
미얀마 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사업 시작
미얀마 결핵검진사업 시작

2014 12
2015 02
2015 09
2016 01
2016 04
2016 05 
2017 04
2017 12

성북동 라파엘센터로 이전
토요일 치과진료 시작
동두천 분소 새 진료소로 이전
전자의무기록차트(EMR) 리뉴얼
천안 분소 개소

2014 04
2014 11
2016 09
2017 01
2019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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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수상

제2회 지학순주교기념 정의평화상 수상(들빛회)
제11회 상허대상 의료부분 수상(상허문화재단)
제2회 한미 참의료인상 수상(한미약품, 서울시의사회)
제18회 아산상 대상 수상(아산재단)
필리핀 대통령 표창(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2006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선정(환경재단)
장기려의도상 수상(서울대 의대 동창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국가인권위원회)
제32회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서울시)
제10회 포스코청암봉사상 수상(포스코청암재단)
제27회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호암재단) 

1998 03 
2000 03
2003 12
2006 11 
2006 12 
 
2010 12 
2012 12 
2014 11 
2016 03 
2017 06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감사패
서울시 의사회 사회봉사 공로패
강원도청 감사패
대전광역시장 공로패
국무총리 표창

2001 09
2002 03
2012 04
2012 05
2016 05

감사패 및 공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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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2,000년대 초반 혜화동 성신교정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당시 어느 신부님의 부탁으

로 라파엘클리닉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

소가 동성고등학교에서 매주 열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방문해보기는 처음

이었습니다. 미사 후 마주한 진료소의 모습은 아주 열악하였습니다. 복도 한 편에 마

련된 진료시설들과 길게 늘어선 수많은 환자들... 신학교에서 사회교리를 가르치면

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회의 관심에 대해 이야기 할 때면 라파엘클리닉의 무료진료 

활동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라파엘’은 ‘하느님의 명약’, ‘하느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

느님의 메신저로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 보이는 ‘천사’의 역할을 맡고 있

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주노동자들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

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토비아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대신 대금을 거두기 위해 

떠났던 여정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고 소개하는 라

파엘 대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 라파엘 대천사의 도움으로 대금을 받고, 아버지

의 눈도 고치게 되는 등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파엘클리닉 봉사자들 역시 

봉사를 통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봉사하는 것을 보면

서 이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개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만 

서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특히 라파엘을 찾는 환우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돕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다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파엘은 특별한 은총의 현장입니다. 나눔의 뜻을 지닌 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

나고 지금까지 21년간 유지되고 있는 곳이지요. 이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 명, 

두 명의 뜻이 모아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랑의 현장이 바로 라파엘입니

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

게 행복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하느님 사랑의 메신저

로 왕성하게 활동해주길 부탁하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라파엘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마태 22, 39

72018 라파엘 연간보고서



라파엘클리닉, 라파엘인터내셔널, 라파엘나눔은 이주노동자에게 무료진료를, 
저개발국가에 의료지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 

Mission   미션

해외 의료지원
글로벌 의료나눔지역사회 보건예방교육현지 의료진 교육수술지원

G
Globalization

진료지원
환자 교육프로그램 강화협력병원 연계 2차 진료 환자지원다문화가족 의료나눔

A
Agape

 진료환경 개선
 의료장비 개선진료시스템 보완상설진료 확장의료의 질적 향상

E
Environment

 세대 양성
차세대 의료봉사자 교육사회봉사활동 연계

R
 Reproduction

커뮤니티
다문화 나눔의 장라파엘 커뮤니티 확대라파엘 아카데미 개발

C
Community

저개발국가 의료지원

나눔을 통한사랑실천

Vision   비전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동두천 분소4개 진료과 진료

라파엘클리닉
라파엘센터 진료소 18개 진료과 진료

이동클리닉 충북 외국인 무료진료이주민의 날 기념 무료진료
천안 분소 3개 진료과 진료

지역 네트워크 춘천대교구 경기도 포천 예리코 클리닉부산 지역 네트워크 형성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다문화가족 의료나눔

Raphael Project   라파엘 사업 현황

라파엘인터내셔널 미얀마
현지교육세미나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결핵검진사업바고성 자궁경부암 검진, 치료 및 예방교육사업국립의대 교육의 질 향상사업초청연수

몽골
현지교육세미나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소아심장수술 역량강화사업의사교육 역량강화사업(CPD 프로젝트)초청연수라파엘 몽골리아 봉사단 무료진료

필리핀, 라오스
필리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라오스 국립 치과대학 역량강화 및 장학지원 사업

네팔
의료교육캠프지역사회 학교 구강검진사업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ICS(굴뚝설치)사업소아심장수술 역량강화사업초청연수

라파엘나눔 영성
주일미사 봉사자 피정

국내외 의료지원
국내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의료 및 복지지원해외 저개발국 의료지원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지원

라파엘 아카데미
프리메드 아카데미갭이어 아카데미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ROSA(Raphael Open Social Academy)라파엘 문화강좌 -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라파엘 피아뜨
후원자 모집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라파엘 나눔음악회라파엘센터 갤러리 대관

92018 라파엘 연간보고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매주 일요일 진료
18개 진료과

오전 10시~오후 5시
오전진료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치과 
오후진료내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피부과, 당뇨클리닉, 심장클리닉

수요일 치과진료 오후 2시~오후 5시
토요일 치과진료 오후 3시~오후 6시

라파엘센터 진료소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43길 7

매주 일요일 진료
4개 진료과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내과,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매월 둘째 주)확대진료  안과, 이비인후과

동두천 분소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5 2층

Raphael Clinic   라파엘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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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클리닉

포천, 부산 지역 네트워크
춘천대교구 경기도 포천 예리코 클리닉, 부산 지역 네트워크 형성(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외국인 진료소 
‘도로시의 집’, 알로이시오 기념병원,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다문화가족 의료나눔

천안 분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7(하나은행 천안역지점 2층 글로벌커뮤니티센터)

매주 일요일 진료
3개 진료과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내과계, 외과계, 치과(내과, 외과 격주운영)

협력단체 하나은행, 천안시 가톨릭의사회 천안시 치과의사회, 천안 의료원, 단국대학교 가톨릭학생회,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천안 모이세(천주교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소속)
2019.4.14. 개소

지역 이주민의 날 무료진료(5/27) 충북 외국인 무료진료(6/3)
내일신문 ‘외국인노동자 위한 겨울 외투 나눔’(11/4)

충북 외국인 무료진료 (11/11)
진료장소 동성고등학교 운동장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경희궁 잔디광장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치과 등

가정의학과, X-ray 검진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치과, 진단검사, X-ray, 치위생교육

환자 수 82명(7개국) 115명(14개국) 31명(6개국) 130명(11개국)
진료건 수 84건 192건 31건 197건

협력단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면사랑, 충북대병원, 진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결핵협회 충청북도지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면사랑,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진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결핵협회 충청북도지부,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112018 라파엘 연간보고서



총 274,297명전체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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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26%
내과 21%
치과 13%
정형외과 5%
안과 4%
피부과 4% 
당뇨클리닉 3%

산부인과 3%
신경과 3%
영상의학과 3%
재활의학과 3%
마취통증의학과 2%
비뇨의학과 2%
신경외과 2% 

이비인후과 2%
한방 2%
물리치료 1% 
심장클리닉 1%
일반외과 1%
정신건강의학과 0.3%
소아청소년과 0.1%

총 23,860건 
26%

21%
13%

  

 

 

총 107개국 국적분포

진료과별 환자 백분율 

주상병 수 중분류 166개, 질병코드 1,625개 상병, 총 30,493건
순위 중분류 주상병명 진료건 수(건)

1 만성 심혈관질환 5,916 
2 구강, 타액선 및 악골의 질환 2,802 
3 대사성 장애 2,304 
4 기타 배(背)병증 1,988 
5 당뇨병 1,771 
6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1,390 
7 급성 상기도 감염 868 
8 기타 관절 장애 758 
9 기타 연부조직 장애 604 

10 순환기계 및 호흡기계를 침습한 증상 및 징후 596 

몽골  2,854명     

필리핀  4,970명     

중국  2,342명     
파키스탄  691명     

우즈베키스탄  600명     

나이지리아  2,036명     

이집트  833명     
방글라데시  1,229명     

132018 라파엘 연간보고서



Thanks to 

Raphael

라파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진료와 약 처
방, 그 모든 것들에 큰 감사를 드리며, 저희 
외국인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에도 감
사를 표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
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길 기도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오게 되었을 
때, 무슬림인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두
려웠습니다. 그러나 라파엘은 차별 없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건강해
졌습니다. 정말,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혼자서 큰돈이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라파엘에 
네팔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보냅니다.

라파엘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의 
아픈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내어주는 라파엘
클리닉에 항상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
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자 분들에게 
신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라
파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픈 부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다 낫진 않았지
만 과거에 비해 훨씬 좋아졌음을 느낍니
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치료를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라파엘의 모든 분
들께서는 다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
니다. 라파엘 사랑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
립니다. 

라파엘에서 일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은 진
심으로 친절하십니다. 저에게 베풀어주
신 사랑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파엘의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분들께 감
사인사를 전합니다. 라파엘에서 좀 더 많
은 사람들이 저처럼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
겠습니다.

라파엘에서 받은 진료는 정말 만족스러웠
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심 없는 사
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정
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은
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나라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힘써 주
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라파엘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
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힘이 라파엘에 내
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봉사자들께서는 친절하게 저희를 대
해주셨습니다. 라파엘클리닉이 좀 더 많은 
곳에 생겨 집 근처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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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학생 봉사자
13개 대학 21개 동아리(또는 학과)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어사랑’,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감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카당’, 남서울대학교간호학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간호학과 ‘겨자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카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카사’,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하예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경약’,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쿠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라봉’,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무궁화 로타랙트’, 약대 연합 동아리 ‘커뮤너스’, 
삼육대학교 치위생학과 ‘덴티사랑’· ‘하이진’,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 ‘S.D.E.C’,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G.O.C.C’ 등 

재능나눔 봉사자
나눔터 : 분당소망교회
법률상담 :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진료소 음악회 : 하림의 국경없는 음악회
한글교실 : 가톨릭 초등학교 교사회
환경봉사 :  서울대병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치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정2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북동성당,  
코람코자산신탁, 한영회계법인

사진촬영 : 따사모(따뜻한 사진 활동가 모임), 미소드림

구분 봉사자 수(명)

의사봉사자
의사 377

468치과의사 78
한의사 13

의료봉사자

간호사 132

216
약사 53
치위생사 19
물리치료사 7
임상병리사 5

2018년 봉사자 수총 2,156명

“많은 환자들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 모든 이유
는 봉사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주고 받았을 때 삶
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을 다른 사람
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고,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에 보람된 한 생을 베풀며 행복했노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매 베난시아 수녀

라파엘 봉사자

구분 봉사자 수(명)

보건의료계열학생봉사자　

의과대학생 179
537

약학대학생 143
치위생학과생 106
간호대학생 74
치과대학생 35

연계기관고등학생 봉사자
학생의료봉사단 53 84동성고등학교 31

사회봉사교과목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39
일반봉사자 안내, 접수, 환경 봉사자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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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클리닉이 탄생한 지 올해가 벌써 22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파엘 출석이 21년차네요. 사실 처
음 시작 때부터 ‘전진상 의원’에서 함께 봉사하던 고영초 교수님과 안규리 교수님으로부터 라파엘클리
닉에 대해 익히 들어왔지만, 1987년부터 봉사해온 ‘전진상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방패 삼아 참여를 미
루는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점차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에 더 보
탬이 되어야겠다는 소박한 다짐으로 청진기를 챙겨 나가기 시작한 것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998년 라파엘클리닉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내어주신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한 편에서 진료했습니
다. 지금보다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공간이었는데, 청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내
과 의사에게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장소입니다. 진료를 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었지만 듣고자 
하면 들리는 법이지요. 게다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모교이다 보니 혜화동 거리가 추억의 거리이기
도 해서 봉사를 하러 오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며 대학시절을 잔잔하게 곱씹기도 했습니다. 라파엘클리
닉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재미있습니다. 

홍석근 교수 | 부천 세종병원 심장내과

라파엘과 함께하는 일요일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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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을 찾는 환자들의 심장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나
라에서 오는 만큼 원인도 다양하지요. 특히 동남아 지역의 사람
들은 유전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환자들보다 치료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동기
에 많이 발생하는 류마티스 열은 후유증으로 심장질환을 동반하
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항생물질이 발달하면서 발생빈
도가 격감했지만 동남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요 심장질환 원인 
중의 하나 입니다. 

이 땅에서 발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지금 그 사람이 있다면 당연
히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정지원과 
체류자격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환자들은 
약으로 조절하고는 있지만, 불완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마음에 항
상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호의적이지만은 
않고,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먹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외국에 있을 때에 의료문제에
서 겪는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라파엘을 찾는 이
주노동자들도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혈연중심
이 아닌 문화중심의 민족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 갈등의 
시기가 있더라도 무조건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
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틀을 잘 갖추는 것이 성숙
한 사회일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신부전은 다학제간 협력이 필
요합니다. 심장내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타 내과가 협
력해야 하고, 의사 외에도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사업가가 팀
을 이루어야 양질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지금의 진료에 만족할 것
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을 갖춰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머리는 염색을 해야 하는 형편인 요즘, 뒤돌아 보면 라파엘을 통
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학생들과의 대화, 다양한 배
경을 갖고 있는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 더 풍성해졌음을 느
낍니다. 특히, 라파엘클리닉을 찾는 환우들을 마주하면 우리 세대
가 젊었을 때에 꿈과 미래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가득했던 얼굴
이 떠오릅니다. 지금 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굳센 마음이 느껴진
다고 해야 하나요. 환자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받고 돌아갑니다. 

봉사가 삶의 일부가 되기까지, 이렇게 일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
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함께 봉사를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자신의 일과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한때 라파엘의 일
원이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과거만을 회상하는 것은 ‘리
즈 시절’ 타령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글을 마치며 라파엘에 도움
이 되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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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지원

2차 진료의뢰 병원 현황 총 40개 병원, 지원환자 건수 1,397건
병원명 의뢰 수(건)온드림희망진료센터 273의정부성베드로병원 58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55부천세종병원 48전로원내과의원 45국립중앙의료원 42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 36성애병원 29대항병원 22Dr. 홍내과의원 16한국산업의학연구소 디에뜨의원 16미래이비인후과 11어수동피부과의원 11새빛안과병원 10

병원명 의뢰 수(건)실로암안과 9눈에미소안과 8성바오로병원 7적십자병원 응급실 7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6강동성심병원 5김영기이비인후과 3성가복지병원 3하늘병원 3국제나은병원 2복십자의원 2한림대강남성심병원 1건국대병원 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1

병원명 의뢰 수(건)고은산부인과 1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 1서울대병원 2서울대치과병원 1서울아산병원 1이광섭치과의원 1중앙대병원 1국립중앙의료원 1혜화영상의학과 434휴먼영상의학과 87기타(인근병원) 121라파엘센터 진료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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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료비 지원 총 884명, 154,960,236원환자 지원 대표 사례
환자명 환자정보 지원내용 협력병원 지원금액(원)

무○○○ 파키스탄/1965년생/남 고혈압 및 흉통 서울대병원 응급실 2,000,000
알○ 이란/1957년생/남 심근경색 성바오로병원 2,000,000

오○○○ 나이지리아/1969년생/남 요도협착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970,830
선○○ 나이지리아/1964년생/남 고혈압 의정부성베드로병원 690,210

로○ 방글라데시/1973년생/남 흉통 의정부성베드로병원 603,100

후원처 지원금액(원)
롯데복지재단 36,000,000

한국수출입은행 35,999,991
남서울로터리클럽 34,707,000

부산신항만주식회사 19,559,933
삼성 18,693,160

제약회사* 131,704,827
전로원내과의원(바보의나눔) 8,635,0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189,257
면사랑 5,000,840

서울대학교사회환원프로그램 4,000,000
라이나전성기재단 3,292,000

단체 3,096,000
개인 18,302,240
총계 324,180,248

제약회사 지원금액(원)
대웅바이오(바보의나눔) 17,332,610

노보노디스크제약 25,723,625
경동제약(바보의나눔) 22,069,200

한국화이자제약 18,788,952
다림바이오텍(바보의나눔) 15,670,000

유한양행 9,741,880
삼진제약 9,569,840

하나메디팜 8,320,000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1,702,055

대웅제약 979,385
종근당 495,450

동아에스티 477,840
한국산텐제약 476,990

보령제약 357,000
총계 131,704,827

약품 후원 현황 제약회사 약품 후원 현황약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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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r

Raphael International
라파엘인터내셔널

이택상 교수 (보라매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미얀마 바고성 자궁경부암 검진, 교육 및 치료사업

Enkhzaya Delegnyam (Raphael 몽골사무소 지부장)
라파엘 몽골리아 봉사단 무료진료

김웅한 교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몽골, 네팔 소아심장수술  역량강화사업, 네팔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ICS(굴뚝설치) 사업

김돈규 교수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몽골 재활의학과 현지교육세미나

김중수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네팔 어린이 구강검진사업,  라오스 국립치과대학  역량강화 및 장학지원 사업

박중신 교수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몽골 산부인과 현지교육세미나

민상일 교수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몽골, 미얀마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손정화 이사 (라파엘인터내셔널)
초청연수

신좌섭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몽골 의사교육 역량강화사업,  몽골 국립의과대학 교수역량강화사업, 미얀마 국립의대 교육의 질 향상사업

안규리 교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몽골, 미얀마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엄중식 교수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미얀마 결핵검진사업, 필리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안지현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몽골 내분비내과 현지교육세미나

오국환 교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몽골, 미얀마 신장내과 현지교육세미나

오승하 교수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몽골 이비인후과 현지교육세미나,  네팔 어린이 청각장애검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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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한국심장재단, 보건산업진흥원

후원 개인 지정기탁, 국제로타리, 면사랑,박영석탐험문화재단, SBS <흉부외과>팀,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기간 9월 10일~21일
수술병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대상 미얀마 심장병 어린이 1명
협력병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국가 몽골 네팔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기간 9월 1일~9일 12월 10일~16일 6월 23일~29일 11월 25일~12월 1일
수술병원 국립 제3병원 네팔 카트만두 대학부속 둘리켈병원 아디스아바바 의과대학  부속병원 TASH 타슈켄트 AKFA Medine 병원

대상
김웅한 교수 등 의료진 26명, 몽골 국립 제3병원 의료진 40여명

김웅한 교수 등 의료진 17명, 둘리켈병원 의료진 20여명

김웅한 교수(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등  의료진 23명,  아디스아바바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진 20여명

김웅한 교수 등 의료진 16명, 타슈켄트 AKFA Medine 병원 의료진 20여명

내용 심장병 어린이 162명 초음파검진 및 8명 공동수술
심장병 어린이 24명 초음파검진 및4명 공동수술

심장병 어린이 10명 공동수술 심장병 어린이 153명 초음파검진 및 9명 수술
주최기관 라파엘인터내셔널 라파엘인터내셔널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협력기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라파엘인터내셔널 라파엘인터내셔널

2008년~2018년83명 초청수술 80명 현지수술22명 초청연수

소아심장병수술 역량강화사업

초청수술

현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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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기간 6월 6일~9일
장소 국립 제1병원
교수진 김영훈(인제대 백병원), 문인성(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안규리(서울대병원), 이삼열(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교수 등 14명
대상 국립 제1, 2, 3병원, 지역병원 장기이식 관련 의료진 300여명, 국립의과대학생 120여명

내용
- 장기이식 관련 의료진 대상 세미나 및 국립의과대학생 대상 장기이식 기초소양교육-  신설된 세포, 조직, 장기이식 규제국(Regulatory Department of Cells, Tissues and Organ Transplantations(RDCTOT))의 역할 및 향후 시스템 발전방안- 개정된 뇌사자 장기기증법 분석 및 관심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

협력기관 (몽골) 보건부, 국립 제1병원, CHD(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보건진흥원), 장기이식협회 (국내) 대한이식학회, 생명잇기, 서울대병원, TTS(The Transplantation Society, 세계이식학회)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이 라파엘의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몽골
의 더 많은 의료진들에게 선진 의술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골 국립제2병원은 현재 서울대병원 
급성 신장투석환자 치료실을 본보기로 삼아 신장조직 생체검사실과 치료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Dr.Urangoo Tsoodol(몽골 국립제2병원 신장내과)

기간 8월 24일~26일
장소 모자병원
교수진 오국환(서울대병원), 안규리(서울대병원), 하일수(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 등 9명
대상 국립 제1, 2, 3병원, 모자병원, 지역병원 신장내과 의료진 340여명

내용
- 사구체신염 진단 및 치료관리 교육- 증식사구체신염,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관리 교육- Case Study- 신장내과 교육 10주년 기념행사

협력기관 (몽골) 국립 제1병원, 몽골 신장내과협회, 모자병원

후원 (재)바보의나눔-하나은행, 트리코인베스트먼트, NVH코리아, 라파엘 몽미 사랑나눔 바자 기금(재단법인 라파엘나눔)

후원 라파엘 몽미 사랑나눔 바자 기금(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신장내과 현지교육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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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몽골리아 봉사단 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라파엘 몽골리아 
봉사단 의료진)

날짜 4월 14일 6월 23일 8월 18일 11월 11일
장소 날라이흐구 병원 수흐바타르도 바롱오르트솜병원 고비숨베르도 초이르솜 병원 바그노르구 병원

봉사단

내과(1), 내분비내과(1), 비뇨기과(1), 산부인과(1), 소아외과(1), 순환기내과(1), 신장내과(6), 안과(1), 종양내과(1), 치과(2), 심전도 검사(1), 초음파 검사(2) 등 26명

내과(1), 내분비내과(1), 산부인과(1), 소아과(1), 소아심장외과(3), 순환기내과(1), 신경과(1), 신장내과(1), 안과(1), 이비인후과(1), 종양내과(1), 피부과(1), 치과(2), 심전도 검사(1), 초음파 검사(1) 등 27명

감염내과(1), 내분비내과(1), 비뇨기과(1), 순환기내과(1) 신경과(1), 외과(1), 신장내과(1), 재활의학과(1), 치과(2), 피부과(1), 심전도 검사(1), 초음파 검사(1) 등 23명

감염내과(1), 내과(1), 내분비내과(1), 산부인과(1), 소아과(1), 순환기내과(1), 신경과(1), 신장내과(1), 안과(1), 이비인후과(1), 종양내과(1), 치과(2), 피부과(1), 심전도 검사(1), 초음파 검사(1) 등 33명
대상 지역주민 432명(진료 건수 732건) 지역주민 419명(진료 건수 811건) 지역주민 261명(진료 건수 422건) 지역주민 353명(진료 건수 670건)

활동내용
-  석탄 탄광촌인 날라이흐구의 소수민족  ‘카자흐족’을 대상 으로 진료

-  신장내과 의료진이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및 불소도포

-  자궁초음파 이상 소견자에게  질도말표본검사 실시-  국내 의료진 라파엘  몽골리아 봉사단  의료캠프 평가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포스코,라파엘 몽미 사랑나눔 바자 기금(재단법인 라파엘나눔)

라파엘 몽골리아 봉사단 무료진료

기간 9월 13일~15일
장소 국립 제1병원
교수진 김남훈, 서지아, 배재현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상 국립 제1, 2, 3병원, 사립병원 의료진 70명
내용 -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발 궤양 관리, 임신 중 갑상선중독증 등에 대한 교육- 환자 증례통의
협력기관 (몽골) 국립 제1병원

후원 라파엘 몽미 사랑나눔 바자 기금(재단법인 라파엘나눔)

내분비내과 현지교육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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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몽골 신장내과 현지교육세미나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2007년 안규리 교수님(서울대병원 신장내과)께서 처음 몽골에 
방문하였을 때, 의료계의 거목이신 Gelegjamts Khaidav(겔랑
잠직) 선생님으로부터 젊은 의사들을 수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
으셨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수제자인 Dr. S. Baigalmaa(이
하 바이갈마)와 Dr. D. Baigalmaa(이하 바이갈마)이 서울대병
원에 왔었지요. 제가 초청연수 교육을 맡았었는데, 어떻게 해
야 할지 많이 막막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이었으니까요. 특히 내과는 몸 안에서 일어
나는 작용을 말로써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소통이 매
우 중요한데, 당시에는 연수생들의 영어실력이 능숙하지 않았
습니다. 저도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만족
스러운 교육이 어려웠고, 이렇게 하는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
을까 싶어 회의감마저 들었지요. 마음이 편치 않던 차에 러시
아어 의학교과서를 읽고 있길래 영어로 된 교과서를 선물로 
주고, 몇 몇 교수님들의 도움을 더 받아 국제학술언어인 영어
로 편찬된 교재와 의학잡지를 소포로 부쳐주었습니다. 나중
에 보니 국립제2병원에 도서관을 만들어 모든 의사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더군요. 그 다음 해에 현지 의료진들의 요청
으로 신장내과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하였더니 
두 바이갈마 선생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
사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기억하시는 몽골 의료진들의 첫인상은 어떠했습니까?

A.  처음 세미나를 열었을 때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의 
몽골은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한 의사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눈빛으로는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통역을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해질녘까지 이어졌던 강의를 단 한 명도 피곤해 하는 
사람 없이 또렷한 눈빛으로 경청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모습
을 보면서 몽골의 의료진들이 교육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느꼈
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었죠. 이
러한 열의는 몇 년이 흘러도 계속되어서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
해 나갔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는 사실을 몽골을 통해 다시 한 번 배우고 있습니다. 

오국환 교수 |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육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

      이러한 시간들이 초석이 되어 연수생들은 국제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서울대병원 연수 시
절에 너무나 큰 세상을 보게 되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
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비록 언어적인 한
계로 인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초청연수 자체가 
큰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몽골 보건부로부터 명예훈장을 수훈한 오국환 교수

24 2018  Raphael Annual Report



Q. 몽골의 신장질환 현황이 궁금합니다. 

A.  만성콩팥병은 몽골의 5대 사망 원인입니다. 몽골인들은 7개월 
이상의 춥고 긴 겨울로 인해 육식 위주로 짜게 먹고, 튀긴 음식
을 자주 섭취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고혈압을 유발하여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지요. 또한, 강수량이 연 200mm에 불과한 건
조한 기후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광염, 신우신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률도 높은 편입니
다. 게다가 도시화가 시작된 후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50만명이 거주하게 되었고, 교통수
단이 발달하면서 운동량까지 감소하게 되어 비만, 당뇨에 의한 
신부전등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2009년 몽골에 처음 방문하
였을 때만 하더라도 현지 의료진들이 신장질환에 대한 심각성
은 공감하고 있었지만, 국가적인 통계시스템이 없어서 정확한 
환자 수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Q. 현지교육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십니까?

A.  가장 먼저 신장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장조직검사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조직검사 술기를 익히고, 검사용 바
늘이나 초음파 기기와 같은 장비들은 라파엘인터내셔널을 통
해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장병에 특화된 신장병리전문
의사를 수련시키기 위해 몇 해에 걸쳐 초청연수도 진행하였습
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하였던 것이 복막투석입니다. 몽골의 
넓은 영토와 낮은 인구밀도는 병원 내 투석실로 주 2-3회 내원
해야 하는 혈액투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에 거
주하거나 유목생활을 하는 환자는 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
나 치료를 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습
니다. 또, 혈액투석은 물을 많이 필요(1회 투석시 140ℓ 사용)로 
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더욱이 적합하지 않
았습니다. 시설구축과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가정
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복막투석을 보급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
다. 그래서 2010년부터 꾸준히 복막투석을 강조하였고, 이것에 
공감하고 움직여준 사람이 바로 Dr. Od-Erdene(이하 어드너)  
였습니다.

Q.  어드너 선생님은 몽골에서도 ‘의사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

습니다. 

A.  몽골 국립제1병원 소속인 어드너 선생님은 2009년부터 시작
한 현지교육세미나에서도 유난히 열심히 참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초청연수 지원자들을 심사할 때에
도 얼굴이 꽤 익숙하더군요. 그러나 역시 언어가 문제였습니
다. 교육병원인 국립제1병원의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
하였고, 무엇보다 어드너 선생님의 열의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녀의 가능성을 본 라파엘인터내셔널은 영어를 가르칠 개인
교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년 후 다시 만난 어드너 선
생님의 영어실력은 초청연수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성장
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서울대병원에서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을 연수한 어
드너 선생님은 복막투석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
다고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치료법을 몽골에 도입하기 위해 
병원장님과 보건부를 직접 설득했습니다. 몇 년간의 준비과정
을 거친 후 2014년에는 복막투석을 담당할 간호사와 함께 집

중적으로 연수하였고, 그 해에 복막투석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1명만 진료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다
른 병원에도 전파해 현재 몽골 전역에서 70~80명의 환자들이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복막투석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를 
오랜 시간 지켜봤지만 병원에서는 몽골 의료 발전에 있어 사명
감으로 가득한 의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
로서도 훌륭하게 누구보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드너 선생님
은 저에게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Q. 마지막으로 몽골의 의료진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몽골을 통해 맺은 인연은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연수생들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을 통해 성장
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언제나 보람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몽골의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또한, 몽골 의사를 초청연수하고 방문교육하는 과정에
서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병원과 신장내과 동료들, 인공신
실 이은미 수간호사님, 타 병원 신장내과 교수님들, 라파엘인
터내셔널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몽골에서 일어난 수많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들
이 열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입니다. 열
심히 배우고 자기역할을 잘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문적인 동지이자 친한 친구로 생
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몽골과 한국이 서로 앞
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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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월 1일~12월 31일(세미나 : 2월 8일~10일)
장소 양곤 제1국립의과대학, 양곤 스페셜티 병원, 양곤 띵강쥰 산퍄 병원
교수진 김영훈(인제대 백병원), 문인성(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안규리(서울대병원), 이삼열(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교수 등 14명
대상 미얀마 의료진 200여명
교육내용 - 신장이식 공동수술 1건 및 간이식 공동수술 1건 - 돼지 간이식수술 1건- 미얀마 장기이식 현황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세미나
협력기관 (미얀마) 보건부, 양곤 제1국립의과대학, 양곤 띵강쥰 산퍄 병원, (국내) 대한이식학회, 생명잇기, TTS(The Transplantation Society, 세계이식학회)

후원 (재)바보의나눔-하나은행, 트리코인베스트먼트, NVH코리아, 라파엘 몽미 사랑나눔 바자 기금(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미얀마
“훌륭한 한국 교수진들을 통해 다양한 장기이식 분야의 지식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뇌사 진단, 기증자 관리, 장기 조달에 관한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미얀마 
에서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Dr. Khin Thida Thwin 
(양곤 스페셜티병원 신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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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월~12월
지도교수 엄중식 교수(가천대길병원)
검진팀 만달레이 결핵검진 센터 의료진 20여명
대상 만달레이 지역 2,634명
내용 X-ray 장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마을 이동검진 실시
협력기관 (미얀마) 보건부, 만달레이성 결핵센터

후원 KT&G 복지재단

결핵검진사업

기간 2016년 4월~2018년 12월(3개년 기획사업)
교수진 이택상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검진팀 양곤 중앙여성병원 산부인과(11), 병리과(5) 의료진 등 69명
대상 바고성 지역 여성 3,759명
협력기관 양곤 제1국립의과대학, 양곤 중앙여성병원, 바고성타운십병원, 보건소

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고성 자궁경부암 검진, 치료 및 예방교육사업
“미얀마의 많은 여성들이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아서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어
려움이 있어요. 특히 시골에 사는 여성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은 교육의 기회
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되도록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먼 곳까지 포스터를 붙이
고 있어요” (미얀마 중앙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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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의 이름을 걸고
권성혜 본부장 | 라파엘인터내셔널 미얀마사무소

Q.  라파엘인터내셔널과 미얀마에서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20여 년간 미얀마에 거주하면서 평소 미얀마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애정이 깊
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얀마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라파
엘인터내셔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라파엘에 
후원을 시작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라파엘 미얀마 사무소의 일을 
하나씩 돕게 되었고, 지금은 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라파엘 가족이 되었습니다.

Q.  지난 해 9월,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미얀마 소아심장병 어린이 초청수술이 특

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  현재 미얀마에는 약 5,00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수도 양곤시에는 약 
1,200~1,300명의 한인이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13개월된 아기 ‘칸 폰 삐’의 사진이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우리 조카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딱한 것 같아 더 알아보았더니 아이의 
삼촌과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교민이 올린 글이었는데,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기
형을 앓아 1년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 한인회에서는 우리도 미얀마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아
기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라파엘인터내셔널 미얀마 사무
소까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백
방으로 찾아보다가 가톨릭평화신문을 통해 심장수술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하게 
되었고, 미얀마에서는 수술이 어려워 9월 10일, 한국으로 이송하여 서울대학교 어
린이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아 칸 폰 삐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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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네요. 미얀마 사무소에도 좋은 소

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A.  라파엘인터내셔널 미얀마사무소가 현지법인(라파엘미얀마)으로 등록되면서 현지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되었으니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
들을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 사업과 보건 교육 등 현지의 의료사정을 개선하고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정부기관의 데이터와 현지인
력들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Q.  앞으로의 미얀마 사업에 기대가 됩니다. 요즘 미얀마의 의료상황은 어떤가요?

A.  현재 미얀마에는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데다 국립병원은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사람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개선하지 못한 채 밀려오는 환자
를 수용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의료의 발전이 더디고 더욱이 저소득층의 의료는 국립병
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Q. 라파엘미얀마 사무소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궁금합니다. 

A.  지난해 3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던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미얀마 여성
암 사망률 2위인 자궁경부암은 높은 사망률에 비해 검진을 하는 것 조차 보편화되어 있
지 않아 미얀마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처음에는 현지 의료진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
년이 지난 지금은 미얀마의 자궁경부암 검진률과 치료율에 대한 데이터를 갖추게 되었
고, 이제는 사업을 참여하는 현지 의료진들도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매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도 미얀마 정부와 현지 의료
진들이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매년 평균 100여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현지 언론들도 장기이식 분야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
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17년에는 결핵검진사업과 국립의대 
교육의 질 향상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Q. 미얀마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작년에 라파엘인터내셔널과 KT&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결핵검진차량이 미얀마에 들
어와 네피도 지역과 만달레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상업, 산업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양곤에서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시설
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한다
면 한국의 이미지 향상과 국가경쟁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라파엘인터내셔널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A.  현지 의료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계속 힘써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지의료
의 자립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계곳곳에서
도 대한민국과 라파엘의 이름을 걸고 의료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나아
갈 것입니다.미얀마 초청수술 환아 칸 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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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굴뚝설치사업
기간 4월~12월
검진팀 카트만두대학 부속 둘리켈병원 지역보건사업팀
대상 마네컬카(2015년 대지진으로 마을 90%가 파괴)
내용 90가구에 ICS 설치 및 사용방법 교육

후원 네팔지진피해복구 기금, 김웅한펀드

ICS 사업
Improved Cooking Stoves 

“ICS 사업은 네팔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호흡기질환이 부엌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네팔의 
전통 가옥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2012년부터 솔럼부 마을 700가구에 굴뚝을 설치
하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굴뚝 설치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 환자 수가 10-13%
에서 2-3%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버후네파티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하였다가 2015년 4월, 네
팔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사업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2018년 마네컬카 지역을 대상
으로 사업을 재개하게 되어 굴뚝을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웅한 교수(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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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소년ㆍ소녀의 집  : 우리나라에서 창립된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하는 학교로, 필리핀 전역에서 12~17세에 
해당하는 저소득가구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6년 동안 무료로 의식주를 제공하며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고, 직
업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도록 하여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지역 세부시 탈리사이 지역
기간 7월 21일~26일
장소 도티기념병원
봉사단 의료진 10명, 카당 등 29명
대상 소년ㆍ소녀의 집 학생 1,000여명 및 지역주민
진료과목 내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진료건수 1,667건 무료진료, 제4형 세열낭종 환자 초청수술(고려대 안산병원)
진료 외 활동 학생보건위생교육(올바른 손 씻기, 잇솔질, 옴교육 등) 및 학생 가정방문

라오스

필리핀

기간 3월 1일~ 11월 30일
교수진 김중수, 백대일, 김종철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준봉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대상 국립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학생 및 교수, 국립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부속병원 교수 및 치과의사후원 SNU_LAO재단, 한국 UCLA 치과대학 동문회

국립 치과대학 역량강화 및 장학지원 사업

후원 카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필리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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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속기관 이름 연수과목 지도교수

미얀마

마그웨이 국립의과대학 Moh Moh Lwin 의학교육 신좌섭(서울대학교 의과대학)만달레이 국립의과대학 Hla Moe양곤 제1국립의과대학 Swe Nwe Win만달레이 종합병원 Shwe Sin San Aung 혈액은행 양재석(서울대병원)
양곤 여성병원 Hsu Myat Mon 산부인과 김재원(서울대병원)Swe Swe Myint 홍순철(고려대 안암병원)미얀마 군병원 Saw Yan Naing

비뇨기과 정창욱(서울대병원)양곤 스페셜티병원 Sai Lao NginKyaw Soe Kyaw미얀마 군병원 Ye Lin Tun 박순철(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네피도 종합병원 Shwe Win
양곤 스페셜티병원 Min Htin 간이식 최영록(분당서울대병원)Lin Tun Thein
만달레이 종합병원 Khin Thida Tun 장기이식코디 양재석(서울대병원)Swe Mar Win
양곤 스페셜티병원 Yee Yee Myint 신장내과 김영훈(인제대 부산백병원)Yin Yin Mon

양곤 군병원 Htain Lynn 신장내과 박순철(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Chann Myei 마취과미얀마 군병원 Aung Aung Htwe 병리
라파엘 미얀마 사무소 Aung Thaw Hein 병원행정 엄중식(가천대 길병원)Nyein Thu Aung

“지도교수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다양한 수술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히 
복강경을 이용한 림프절 절제술에 참관한 것이 좋았는데, 네팔에 돌아가면 향상된 기술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현지에서도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할 수 있다면 네팔의 산부인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r.Suman Raj Tamraker(네팔 둘리켈병원 산부인과)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의학정보와 수술사례들을 우리 병원에서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Nalaikh 지역병원에 새로운 비뇨기과를 설립하고, 의료진들이 저처럼 한국에서 연수경력을 쌓을 수 있
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연수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Dr.Manatbyek Sultaan(미얀마 Nalaikh Health Center 비뇨기과)

2008년~2018년 
총 175명

초청연수
후원국제로타리 GG1749563 V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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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속기관 이름 연수과목 지도교수

몽골

날라이크 건강센터 Manatbyek Sultaan 비뇨기과 이지열(서울성모병원)

국립 제1병원

Nyambayar Nyamsuren 비뇨기과 정창욱(서울대병원)Ganbold Gantulga
Altansukh Samdan

장기이식 코디 KODA(한국장기조직기증원)Tserenlkham Shaaluu
Mankhdai Odsuren

Enkhtuul Byambajav
Bulgan 내분비내과 김신곤(고려대 안암병원)Banzragch Zolboo

리플렉스 외래병원 Gantuya Gantumur 신경내과 김돈규(중앙대병원)
메디파스 병원 Tuyajargal Bayaraa 이종민(건국대병원)

모자병원 Baigalmaa Dashdendev 소아신장 강희경(서울대병원)
국립 제1병원

Od-Erdene 신장내과(장기이식) 양재석(서울대병원)Ariunbold Jamba
Khurtsbayar Damdinsuren 신장내과 오국환(서울대병원)국립 제2병원 Urangoo Tsoodol

라파엘 몽골 사무소 Shijir Chuulun 병원행정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네팔 둘리켈병원

Suman Raj Tamrakar 산부인과 김희승(서울대병원)Rashmi Bastakoti
Ashish Dhakal 이비인후과 오승하(서울대병원)

Robin Man Karmacharya

소아심장수술
김웅한(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Sangina Ranjit Malla
Rashmita Byanjy
Prema Prajapati

Anish Joshi
Munam Makaju Shrestha

Manju Rana M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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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hael Nanum Foundation
라파엘나눔

국내나눔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및 복지지원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건교육
지역사회 문화나눔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지원 

해외나눔
해외 저개발국 의료지원

재난지역에 대한 긴급구호활동

라파엘 아카데미
국내외 의료진 교육 및 봉사자 양성 

프리메드 아카데미
갭이어 아카데미
시니어 아카데미
라파엘 문화강좌

ROSA

라파엘클리닉 20주년, 라파엘인터내셔널 10주년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의료나눔을 위해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을 설립했습니다. 

(재)라파엘나눔은 2015년부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수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미얀마 장기이식세미나와 몽골 신장내과세미나를 후원하는 등 

국내외 의료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제 라파엘센터는 (복)라파엘클리닉, (사)라파엘인터내셔널, (재)라파엘나눔으로 
각 분야의 전문적 역할을 높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풍성한 ‘사랑과 나눔의 둥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34 2018  Raphael Annual Report



Pre-Med 아카데미
구분 내용 강사진
라파엘 바로알기 라파엘의 역사와 현재 모습 안규리 교수(라파엘인터내셔널 이사장)

라파엘 국내·해외 사업 소개 고재성 교수(라파엘클리닉 진료소장)

특강
라파엘 나눔의 철학 김전 교수(라파엘나눔 이사장, 라파엘 교육위원장)생명의 기적을 나누는 삶 김웅한 교수(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나의 꿈 라파엘클리닉 윤현배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기초의학의 이해 류창현 박사(서울대학교 의과대학)철학 강의 – 헌신 허석훈 신부(라파엘 영성위원장)

보수교육 감염관리 김경미 교수(충북대학교 간호학과)심폐소생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팀

봉사자 교육

라파엘 아카데미

의과대학 · 간호대학 동아리 봉사자 교육
구분 내용 강사진
공통교육 라파엘 소개 김창덕 교수(라파엘클리닉 대표이사)EMR 및 진료프로세스 라파엘 봉사단 교육팀예/재진 김호준 전공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분과교육

감염관리 김경미 교수(충북대학교 간호학과)내과계 최은정 봉사자(고려대학교 의과대학)외과계 이서진 봉사자(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산부인과 이지희 봉사자(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안과 서종모 교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치과 구남훈 봉사자(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진담검사 신의석 임상병리사(서울대병원 임상병리과)
약제부 손윤아 약사(서울대병원 약제부)

신규 봉사자 교육
내용 강사진
라파엘클리닉 소개 김창덕 교수 (라파엘클리닉 대표이사)
라파엘 국내사업 소개 고재성 교수 (라파엘클리닉 진료소장)
진료소 안내 및 봉사부서 Role-playing 라파엘 봉사단 교육팀
나눔의 의미 김전 교수(라파엘나눔 이사장, 라파엘 교육위원장)

내용 강사진
다문화의 이해 김기정 본부장(라파엘클리닉)
병원서비스 백심성(라파엘클리닉 코디네이터)
감염관리 김경미 교수(충북대학교 간호학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정은 강사
Ignite Raphael 문영주(라파엘클리닉 봉사단장)

사회봉사교과목 교육
내용 강사진
라파엘클리닉 소개 고재성 교수(라파엘클리닉 진료소장)
나눔의 의미 김전 교수(라파엘나눔 이사장, 라파엘 교육위원장)
진료소 안내 및 봉사부서 Role-playing 라파엘 봉사단 교육팀

내용 강사진
다문화의 이해 김기정 본부장(라파엘클리닉)
감염관리 백심성(라파엘클리닉 코디네이터)
Ignite Raphael 및 사회봉사 평가 문영주(라파엘클리닉 봉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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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라파엘 인문학 아카데미 ROSA
Raphael Open Social Academy

기간  :  2014년 8월~2016년 12월, 2017년 11월~
주제  :  ‘친일파’, ‘거울’, ‘미투’, ‘두려움’, ‘그림자’, ‘자기중심’ 등
2019년 강의일정(안) : 격월 1회(홀수달 둘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구분 날짜 강의주제
1강 1월 7일 뮌헨 이야기
2강 3월 11일 외과의사
3강 5월 13일 아픈 화가
4강 7월 8일 싸움
5강 9월 9일 여자가 그린 그림
6강 11월 11일 석기시대

기간  :  2018년 3월~
주제  :  한성구 교수의 그림 속의 의학, 하림의 음악본능, 박해남 교수의 조선시대 풍속화에 나타난 사람·사람들, 

심상정이 말하는 좋은 정치 등
2019년 강의일정(안) : 격월 1회(짝수달 일요일) 오후 5시

구분 날짜 강의주제
1강 2월 17일 김영수 작가의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 사마천의 삶
2강 4월 28일 양무진 교수의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3강 7월 14일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시와 삶의 이야기
4강 9월 8일 강사 - 김동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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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신청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raphaelnanum@naver.com으로 이름, 소속 및 직책, 전화번호, 수강을 희망하는 날짜를 기입하여 이메일 발송
문의 02-744-7595

시니어 의료인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가진 시니어 의료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직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소외계층 전문 의료교육자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구분 강의제목
4/3 입학식 및 노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4/10 노인환자 CGA의 필요성 설문지를 이용한 간단 CGA와 이후 관리
4/17 노인 면역력 증강법
4/24 노인 당뇨

구분 강의제목
5/1 노인 식도 및 위장 기능 개선
5/8 노인 우울, 불안, 불면
5/15 노인 골다공증, 골절, 낙상
5/22 노인 근감소증, 요실금과 배뇨장애
5/29 노인 삶의 질 향상

구분 강의제목
6/5 100세 시대 성공노화 전략
6/12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제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6/19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6/26 노인 보건정책의 변화 – 커뮤니티 케어
7/3 평가 및 졸업식

2019년 1학기 | 노인의료(2019년 3월~7월)

구분 강의제목
1주차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2주차 - 의학과 공중보건- 암의 조기진단
3주차 - 건강의 결정요인- 심장병 조기진단
4주차 - 사회생태학적 보건의료- 신종 감염병 진단, 치료
5주차 - 건강권의 개념- 호흡기 질환 진단, 관리

구분 강의제목
6주차 - 건강과 경제- 인권, 정신질환
7주차 - 사회정책과 건강- 속 편한 세상
8주차 - 공적 의료시스템- 뇌혈관질환-수술기법
9주차 - 장기요양보험- 만성콩팥병 진단
10주차 - 문학에 나타난 치매- 척추건강 100세 도전

구분 강의제목
11주차 - 한국 의사의 마음- 로봇수술 최신기술
12주차 - 미세먼지, 기후변화- 만성불면증, 수면제
13주차 - 건강증진 전략- 응급상황 대응방안
14주차 - 만성질환관리사업- 항암치료 최신 기술
15주차 - 지역의료의 성공사례- 평가 및 종강

2019년 2학기 | 공공의료(2019년 9월~12월)

교육과정 2019년

노인의료1학기 공공의료2학기

2020년

북한의료1학기 해외의료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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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1주년기념행사
2018.5.20.

라파엘 축제

에라토앙상블과 함께하는 라파엘 나눔음악회 
2018.11.25.

제4회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 
2018.9.15.

라파엘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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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의 국경 없는 음악회 “라파엘에 모이는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양하잖아요. 진료가 우선이
니 공간에도 제약이 많고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접근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선 정돈
된 음악을 들려주기 보다는 환우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이들에
게 모국어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어울리고 박수를 쳐주자, 그리고 보답할
만한 선물을 주자. 그들이 잘했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하자. 이로써 그들의 마
음을 힐링시키자’ 이것이 바로 ‘국경 없는 음악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게 세웠
던 목적이에요” 가수 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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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생님께서는 라파엘클리닉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

한 곳을 후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

다. 처음 봉사와 후원을 시작하신 계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A.  가톨릭에 입교하기 전, 그러니까 여고시절에 종교부 활동을 했
었습니다. 당시 우리학교에는 천주교 그룹은 없었고 개신교 위
주의 활동이긴 했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할머니를 따
라서 절에도 자주 갔는데 부처님도 무척 좋아했었답니다. 왕자
의 신분임에도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자
비심에 감명을 받았었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늘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의 우상이 슈바이처 박사였지요. 이미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라 널리 알려지신 분이신데, ‘의사가 되
면 슈바이처 박사처럼 평생을 어려운 이를 위해 봉사할 수 있
겠구나’하는 생각에 의과대학을 지망했었지만 사정이 있어 이
루지 못했습니다. 전쟁 통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10년 만
에 돌아온 한국사회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저는 학문의 길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있어 능력껏 어려운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오래 후원한 곳인 요셉의원
을 만났지요. 라파엘클리닉은 요셉의원보다 훨씬 뒤에 탄생
했는데, 당시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후
원회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는 가톨릭여성연합
회 일 등으로 저의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관심
은 항상 ‘어디가 가장 어려운가, 가장 어려운 곳을 도와야지’하
는 것이었습니다.

오덕주 | 라파엘 피아뜨 자문위원

라파엘이 하는 일이 참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Q.  선생님께서는 라파엘클리닉의 가장 큰 지지자이신 김수환 추

기경님, 그리고 강우일 주교님과의 인연도 남다르다고 들었습

니다. 두 분께서 라파엘클리닉에 그토록 큰 애정을 보여주신 

까닭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A.  강우일 주교님은 저의 부모님에게는 첫 손자여서 가족 모두
가 무척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주교님의 행보를 늘 주시했지
요. 또, 김수환 추기경님을 무척 존경했기 때문에 두 분이 하시
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헌신적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가끔 ‘내
가 과연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것인가’하는 반성을 하
게 될 정도로 두 분과 교회를 위해 뛰었었지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사회문제, 특히 사회정의를 위해 앞
장선 분이시고,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의 친구가 되려
고 애쓰시던 분이셨지요. 높은 자리에 계신 추기경님께서 낮
은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모습, 아무리 바쁘셔도 그곳
에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해주러 오시는 모습이 너무
나 아름다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
셨고, 강우일 주교님 역시 나그네의 고달픔을 겪어보신 분입니
다.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외국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
기에 우리도 이젠 어려운 외국인 나그네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
이 강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라파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약자
를 위해 헌신하는 라파엘 천사님들의 모습에 감동하신 것이 아
니겠는가’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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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원인으로서 라파엘의 가장 큰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

니까?

A.  초창기에는 돈보다는 일손이 더 필요했던 거 같았지요. 그런데 
라파엘이 본격적으로 후원을 필요로 하게 된 시점은 해외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후 성북동 라파엘센터로 이사를 계획할 때가 아
닌가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라파엘이 겪는 어려움을 말하자
면, 라파엘인터내셔널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파엘인터내셔널을 보고 있으면 가난
이 뚝뚝 떨어져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현지 의료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사업이 내국인들의 공감을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이 바로 라
파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파엘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봉사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파엘은 진정한 애국자이지요. 벌써 몽골이나 미얀마처
럼 자원이 풍부하고 미래 가능성이 밝은 나라에 한국의 좋은 이
미지를 심어놓았으니까요.

Q.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회’와 ‘장사익과 함께하는 라파엘 

나눔음악회’를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

한 일을 추진하시게 된 저력과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A.  ‘라파엘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
하다가 연례행사로 바자를 열자고 생각했습니다. 바자는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면 홍보도 
더 잘 되리라고 생각했지요. 또, 요셉의원이 재정난을 겪었을 
때 직접 기획했던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음악회가 오늘날까지 
20년 이상 이어오고 있어서 라파엘을 위해서도 음악회를 열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장사익 선생님의 노
래를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 한국에 계셨나 하고 깜
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사익 선생님을 모셔다 라파엘을 위
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으면 하는 야무진 꿈을 가지게 되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 응해주셔서 아주 쉽
게 섭외가 이루어졌고, 장사익 선생님 편에서도 라파엘을 돕고
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라파엘
과 장사익 선생님을 이어드리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요. 그날의 
음악회는 장사익 선생님 덕에 만장이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Q.  라파엘클리닉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A.  혜화동성당 진료소를 처음 가보았을 때는 무척 좋았습니다. 질
서도 있고, 조용했지요. 그리고 성당에서 하는 일이었으니까 초
창기에는 환자들도 거의 필리핀 노동자들로 가톨릭신자였습니
다. 그때는 제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성당에서 
워낙 배려를 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환자가 많이 몰리면서 성당에서 감당할 수 없어졌지요. 
이후 동성고등학교로 이사를 갔다기에 방문해보니 야전병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는 늘 그곳에 가서 뛰어다닐 
사람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라파엘클리닉 설립자인 안규리 교
수님을 처음 만난 곳도 동성고등학교였는데, 처음 뵈었을 때 정
말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화에다 청바지를 입고 진료소에서 이
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봉사하는 대학생인줄 알았지 뭡니까? 살
결도 희고, 단발머리를 한 의과대학생이 참 열심히 뛰는구나 했
는데 안규리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좋은 인상
을 받았습니다.

Q.  라파엘클리닉은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자들을 돕는 곳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셨는지요?  

A.  환자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가 섞여있겠지요. 그런데 불법체류
자이기 때문에 고통이 더 컸을 것이고 도움도 더 필요할 것입
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어떻
게든 도와서 고국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의 도리겠지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주로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
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시장을 개방해서 합법적
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
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줌으로써 반드
시 한국에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의 모국도 언젠가는 한국과 같이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들의 올챙이 시절을 떠올려보면, 세계 어느 누가 50
년대에 비참했던 한국이 오늘날의 경제대국이 되리라고 생각
했겠습니까?

2018.9.15. 제4회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회2019.1.21. 장사익과 함께하는 라파엘 나눔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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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과의 추억

* 인세 수익금은 모두 라파엘을 위하여 쓰일 예정입니다. 

오덕주 저 | 에피파니 | 23,000원

우리 모두가 사랑한 김수환 추기경
그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삶의 흔적들

추억 속에 끊임없이 살아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과 봉사의 행적들

고통의 눈물 속에도 변치 않는 믿음과 유머의 기적들

추기경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추기경과 함께한 아름다운 사건들과 시간들

글로 남기지 않으면 사라지기에 기억을 다듬어
추기경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기록한
저자 오덕주만이 쓸 수 있는 추기경 이야기!

Q.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10주기였습니다. 회장님께

서는 추기경님과의 아름다운 일화를 엮어 ‘김수환 추기경과

의 추억’을 출판하시고, 판매 수익금은 모두 라파엘클리닉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신 까닭이 궁

금합니다.

A.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면서 유산 전부를 라파엘클리닉
에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파엘이 지
향하는 일도 훌륭하지만, 라파엘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인간적으
로나 의료인으로 지극히 존경하기 때문에 추기경님을 위해 뛰었
듯이 라파엘을 위해서도 뛰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옛날같이 뛸 수는 없으니 이 책으로
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강우일 주교님이 
사랑하시던 라파엘이니 당연한 일이지요. 저의 부족한 글 솜씨
로 엮은 책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서 읽어주셔서 조금이나마 라
파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향후 라파엘, 그리고 라파엘후원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조언

의 말씀도 부탁 드립니다.

A.  후원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주시는 분도 고맙지만, 정기적인 월 
정기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지요. 제가 요셉의원 후원회에서 
회원 한 사람이 한 명 더 데리고 오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별 것 
아니다 싶어도 한 명이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면 후원회원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제 젊은 
세대가 이어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라파엘이 더욱 어필
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말씀에도, 최후 심판의 날에 ‘내가 병들
었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앞
으로 라파엘은 사람을 돕는 매뉴얼을 제시해주는 존재가 되어
야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발달 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줄게 마련입니다. 해외의 어려운 나라들도 점차 잘 살게 되겠지
요. 자신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어려운 자를 돕는 방법을 어디
에서 찾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우리의 후속세대, 그리
고 우리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까지 교본이 된다는 점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라파엘이 하는 일은 시대적으
로 참으로 타당하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을 젊은 세대에게 널
리 알려드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2 2018  Raphael Annual Report



라파엘 후원회

라파엘 피아뜨 회원이 되어 주세요!
(FIAT, FAMILY IN AGAPE AND TRUST)

라파엘은 지난 22년간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을 돌보고, 
저개발국의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쉼 없는 발걸음을 해 왔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라파엘 사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라파엘 후원회 ‘라파엘 피아뜨(FIAT)’를 발족하였습니다.

‘라파엘 피아뜨(FIAT)’의 피아뜨는 ‘사랑과 신뢰로 모인 가족(Family In Agape and Trust)’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파엘 이사진, 봉사자 및 후원 회원 등 라파엘 가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라파엘 피아뜨(FIAT)’ 활동에 동참하면, 라파엘 사업이 다음 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라파엘 정기후원자는 약 2,200명 정도입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 구절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자네의 앞날은 크게 번창할 것이네”(욥기 8, 7)를 

마음에 새기고, 후원자들의 마음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행복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세요.

임만택 김명희 백승모 임안식

회장 부회장

문용린 오덕주 윤대인

자문위원

신진숙곽재복 이호영손은정 오광숙

운영위원



라파엘 후원자
라파엘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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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후원

수입
라파엘클리닉 재무보고

관항목 금액

후원사업
일반후원금      225,467 
지정기탁후원      292,136
후원약품수입      241,634 
후원물품수입       35,121 

기타사업 임대수입       15,000 
예금이자 등 8,111

이월금외      376,784 
계    1,194,253 

(단위 : 천원)
관항목 금액

사업비
진료소사업비 647,608
봉사자 교육 및 관리 26,109
홍보 25,172
기획 4,236

사무비 인건비 209,333
운영비 23,249

재산조성비 47,344
차기이월외 211,202
계 1,194,253

(단위 : 천원)지출

*차기이월외(지정기탁사업비 포함)

(주)대웅제약(주)종근당경동제약(바보의나눔)남서울로타리클럽남촌재단노보노디스크제약(주)다림바이오텍(바보의나눔)대웅바이오(바보의나눔)동아에스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롯데복지재단보령제약(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단법인 글로벌비전삼진제약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주)유한양행전로원내과(바보의나눔)주식회사 아이센스하나메디팜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산텐제약(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화이자제약(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약품 및 물품/의료기기 후원(단체) 약품 및 물품/의료기기 후원(개인)
박성준박채린심명희위민이이은상전로원정안지조경애조성태

(재)라이나전성기재단(주)하나은행OCI주식회사김남호복지재단남서울로타리클럽부산신항만(주)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재단법인 인춘주식회사면사랑주식회사면사랑(나눔회)천주교 서울대교구 송천동성당(바보의나눔)코람코자산신탁한국수출입은행한국타이어나눔재단GS(사회복지공동곰금회)

지정후원단체후원
(재)유한재단(주)천지산업(주)피제이전자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네이버 해피빈담우물산대일외고 앙상블두영컴퍼니디에스켐부페아리스분당소망교회

삼진제약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주식회사 폴리텍스천주교 서울대교구 청담동성당한국쿄와하코기린한영회계법인허브내과의원혜화영상의학과휴먼영상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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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인터내셔널 재무보고
(단위 : 천원)

관항목 금액
후원사업 지정후원금 718,269

일반후원금 231,108
이자수입 428
이월금 및 조정액 159,830
계 1,109,635

수입

(단위 : 천원)
관항목 금액

사업비

몽골 의료 지원 사업 등 46,702
미얀마 자궁경부암사업 등 149,445
네팔 현지 교육 사업 등 2,3631
필리핀 의료캠프 사업 등 64,650
라오스 구강보건 사업 등 3,321
장기이식 역량강화 사업 67,348
심장수술 사업 222,211
교육 및 기획 사업 146,482
대외 협력 사업 1,429

사무비 운영비 130,211
운영비 164,547

예비비 및 이월금 219,869
계 1,109,635

지출

*차년도 이월금 : 지정기탁사업 이월금 포함

“라파엘은 사람을 돕는 매뉴얼을 제시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
운 사람은 줄기 마련입니다.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도 점차 잘 살게 되겠
지요. 그럴 때 자신들이 어려운 자를 돕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우리의 후속세대,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서 다른 나
라에까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오덕주 후원자(라파엘 피아뜨 자문위원)

라파엘인터내셔널
(사)은빛날개후원회(재)천주교 서울대교구(주)아웃도어파크(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주)오알피연구소

(주)유라통상광명산업(주)사랑의후원금씨에스우드(주)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단체후원

(주)대웅제약(주)종근당(주)한국팜비오(주)한림MS대원제약(주)삼아제약

씨제이 헬스케어(주)우리들제약(주)일동제약(주) 안성공장정문약국제이더블유신약(주)주식회사 케이엠에스원

코오롱제약(주)한국산텐제약(주)한미약품(주)문한샘서종모

약품 및 물품후원

(재)라파엘나눔(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재)아산나눔재단(주)면사랑(주)문화창고

(주)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국제로타리재단더스토리웍스(주)면사랑나눔회

민경완, 한경아(바보의나눔)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포스코(공동모금회)한국국제협력단

지정후원

강남구강미령강민진강복희강승우강옥선강윤아강윤하강임주강정남강정옥강지원고광택고명순고영초고지연곽인진곽현옥구백서권도선권수지권용우권용재권임희권정현권혜철김경덕김경숙김공경김공옥김규복김기정김길원김길자김동원김명기김명열김명희김문재김문회김미금김미순김미애김미정김민정김병규김봉애김상호김상희김선미김선주김성봉김성우김성정김세경김소연김수연김수열김수현

김수화김순녀김순님김순심김순옥김승준김신영김연정김영석김영순김영술김영재김예원김용관김용준김우현김웅한김유련김유리김유정김윤지김은주김인숙김인순김재석김재우김    전김정문김정미김정식김정아김정애김정원김정준김정환김정희김종복김종욱김종의김종철김종혁김종현김종호김준진김지양김지현김지희김진성김진자김진철김창덕김창민김창회김춘석김칠선김태순김태형김태훈김현기

김현숙김현옥김현진김호순김호준김화경김효순김효신김흥년김희숙남기미남점우노무종노상욱노정우노준화노태술노현희노희양도희철라소영류영선명현식문금주문복순문종렬민도연민찬근박건태박경란박경혜박금보래박기연박대열박래연박명숙박미선박미숙박미정박복순박상희박성희박세근박소원박영인박영자박영하박영화박영희박옥희박용성박장호박정남박정자박정희박제연박준오박지혜박필호

박해인박향숙박현숙박호정박효진박훈영방기태방승웅방효준배광조배성희백수현백승모백운철백지원백해경변승혜변윤희서군자서승민서음옥서정민서정훈서지혜선민영선우태원설진선설진우성낙현성일용손송이손정화손환철송병한송영숙송정희송준석송지원송현숙신건호신노미신명상신세영신승원신영규신운건신유경신    철심재임심혜정안규리안규백안    균안봉순안성용안성훈안소은안재형안종욱

안종원안종진안황순양수영양승범양승희양원보엄기준엄대용엄주영엄중식여상민오광숙오문성오상호오세진오수예오영진오종렬오혁진오혜경우연호원용금유기임유동연유서영유석현유인화유재흥윤두희윤병재윤상경윤선호윤영숙윤영옥윤이경윤정호윤찬송이경란이경진이계설이광숙이규연이기복이기선이길수이대희이도행이명준이무숙이문교이미애이민정이병건이삼선이상기이선용이성란이성민

이성호이수정이순임이승연이승헌이승환이연희이영순이영식이영일이옥경이옥춘이용우이용철이원제이은숙이은정이은주이응훈이인숙이일숙이재룡이재섭이재인이재현이재호이정미이정은이정인이정자이정희이종민이지수이지은이지형이지훈이진경이진서이태수이택하이하정이현서이현심이현종이현희이형란이흥식임미정임보현임부열임선애임세영임수정임승옥임안식임양환임용환임의정임재천

임정근임정린임지은임채균임천규장보일장형욱장호선전가은전근석전동원전란혜전세은전수정전승연전    온전의재전종관전준수전화자정구숙정규탁정도교정도현정명관정미경정민경정봉태정산헌정성진정수환정연희정우경정유미정유빈정의석정인규정장환정재은정지태정진택정해탁정혜경정회숙조경동조경재조남문조대상조병훈조영희조정숙조춘규조한범조현예주덕례주윤정차영은차창일차혜정

채승병천지영최건주최공선최두성최문용최복현최설옥최수진최순옥최순철최영아최은옥최인범최재경최    준최진이최창환최현숙최형선최혜수탁정현하일헌하정은하희옥한명은한미옥한승환한오수한재일한정옥한지윤함방자함선규함춘승허석훈허연호홍경애홍루현홍영태홍윤희홍혜진황미숙황민주황보현우황선문황주연황지영황지희

개인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케녹스사운드해피빈 기부금휴먼영상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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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나눔
개인후원
강건욱강경임강구옥강기석강남순강병도강불휘강선옥강순심강요한강은주강인숙강정훈강주미강지수강지애강한나강혜원강화자강효정강    훈경세원경희호계혜림고경민고명찬고민수고성민고소현고승훈고영초고재성고준영고준용고찬근고춘영고    훈공문선공인숙공지현공희진곽성민곽수진곽영자곽영호곽용진곽재복

곽진영구서희구영숙구웅서구자정국    균권강민권대연권덕해권송택권승호권오희권용재권재현권재훈권준모권준범권준이권혁노권형주기현지김가연김경민김경삼김경욱김경인김경자김경중김경현김경화김계숙김고은김광무김광은김교운김구희김귀숙김규림김규빈김근호김기정김기풍김기호김나나김나라김나은김나현

김나회김낙현김남웅김남호김남훈김다민김다솜김대구김대순김대용김대원김도원김돈규김동순김동연김동욱김동중김명미김명선김명숙김명순김명신김명옥김명웅김명화김미성김미정김미주김미현김미혜김민순김민우김민정김민지김범석김범수김병석김병천김보경김봉길김상묵김상미김상범김상수김상윤김상철김상현

김상희김서현김석봉김석정김선경김선미김선영김선희김성민김성수김성숙김성조김성현김성환김세웅김소연김수경김수미김수민김수연김수영김수정김수지김수진김수창김순녀김순덕김순옥김에리사김연수김연옥김연정김영기김영남김영봉김영수김영아김영자김영재김영주김영훈김영희김예준김옥수김완수김요한김용건

김용경김용수김우석김우솔김우주김원호김유경김유리나김유림김유영김유진김유환김윤동김윤상김윤서김윤아김윤옥김윤정김윤주김은경김은숙김은옥김은정김은호김은희김을수김의찬김이량김인선김인숙김인우김자경김자은김장성김재하김재현김재훈김    전김정곤김정림김정미김정섭김정연김정일김정자김정제김정호

김정훈김정희김종엽김종원김종진김종찬김종필김종호김주신김주영김주호김주희김    준김준호김지영김지하김지현김지형김지호김지홍김지희김진구김진숙김진순김진영김진호김진희김창덕김창목김채영김청덕김추양김충겸김태열김태옥김태현김태훈김태희김필성김하람김하석김하연김하영김학라김학준김한성김한수

김현걸김현균김현빈김현수김현옥김현유김현정김현주김현준김현진김현화김형구김형국김형준김형하김혜경김혜동김혜리김혜미김혜선김혜연김혜영김혜진김호정김호철김홍자김화자김화정김효경김효성김희연김희진나광숙나구근나동규나유미나윤성나종민나종옥나효순남경민남맹동남상범남성희남수연남숙희남영우

남우정남윤자남인옥노경태노소임노수민노영자노윤선노정숙노주환노준수노진영도시현라성은류병진류보람류수영류은주류지희류현주류혜원류호성맹승현문관우문귀옥문명주문상원문상희문선영문선진문승자문은정문제은문주현문주희문준성문지환문진현문현일문혜리민건호민경완민경율민아영민진홍민태희민혜성

민혜수박가희박건희박경봉박경숙박경심박경자박경희박귀애박금보래박금순박동우박리라박명순박미경박미숙박민우박민지박민혜박봉수박상도박상섭박상준박상진박서영박서율박선영박선우박선은박성재박성준박성호박소연박수경박수아박수연박수열박수준박순연박순영박순희박시형박신안박아랑박연아박영광박영기

박영수박영식박영주박영준박영환박영희박옥희박    용박용균박용기박용식박우곤박우준박웅양박윤주박은민박이진박이한박장환박점례박정민박정안박정우박정의박정임박정현박정화박정희박종식박종환박종훈박주희박준범박준영박준형박중구박지영박지혜박진수박창옥박채린박초연박한비박해경박해주박향숙박현숙

박현우박형은박혜경박효주박흥기박희원반효정방서인방영미방영식방유진방준혁방혜란배민지배상미배성유배원영배정현배진택백문영백성현백숙현백승모백심성백은영백은옥백정은백종옥백준엽백진호변성연변수진변옥순변준영변지영변지오봉초운부종욱사공정숙서경현서기원서대헌서동원서동진서범석서선순서수길

서순애서승현서영선서예지서은영서일우서자경서재일서전영서정아서지은서진옥서혜명서호경선효숙성경숙성기택성기훈성소야성숙환성제경성지혜성철제성한상소영섭손금임손매자손병두손은정손정륜손정수손정화손형원손    희송민종송병호송보배송상우송석길송수창송영욱송영주송유나송정섭송지은송지현송태호

신단비신덕순신동미신동원신명원신미호신소라신유진신윤섭신은영신인덕신재연신정경신정옥신정화신좌섭신지영신진숙신창규신혜미신혜숙신희준심규성심정연안경배안규리안동효안미규안민경안성자안성준안세용안수진안순길안영복안원모안유미안윤정안재덕안주영안지영안현배안혜린안호선양무형양병국양수정

양승원양    영양영이양영현양용만양주희양준원양태종양희동양희수엄기준엄문용엄성준엄소현엄윤주여수진여의주여인열염미라염윤아염정인예주희오경택오덕자오덕주오명균오명희오문주오범조오서희오선미오성자오세란오수경오원희오자연오정례오종렬오혜린오혜원오희숙우제명원영수원유진위민이위소진위현정

유귀임유달라유병숙유병욱유유희유은아유은희유자환유재현유종명유지순유지형유지희유창우유하영유한동유현희유혜련유혜원유호준유효선윤경선윤광준윤대인윤미선윤미희윤선희윤성자윤성혜윤소영윤영주윤용현윤웅렬윤의진윤이경윤인숙윤인자윤재희윤종식윤주빈윤지현윤진성윤태로윤한근윤현배윤희숙윤희옥

윤희원은진영이경민이경숙이경순이경희이계선이광호이규상이규희이기남이기준이기혁이기훈이남요이남현이누리이달봉이달원이대우이대현이동석이동진이동한이    란이리라이명란이명숙이명옥이명자이미자이민경이민우이민재이병미이병우이병호이부순이상남이상민이상은이석래이선영이선희이성근이성배이성숙

이소영이소윤이소정이솔희이수경이수련이수은이수자이수현이승규이승미이승빈이승수이승우이승준이승진이승철이승학이승현이승후이시연이신현이아름이안선이안숙이연출이영규이영세이영숙이영순이영애이영은이영인이영일이영주이예슬이오순이    옥이옥준이용미이용석이원경이원표이유미이유진이윤정이윤지

이윤희이은경이은빈이은영이은지이은하이은희이인석이재선이재원이재진이재희이정민이정윤이정은이정헌이정화이정희이제현이종림이종만이종민이종철이종화이주영이주헌이준규이준동이준수이준한이준행이지민이지연이지윤이지은이지현이지형이지혜이지희이진태이    찬이찬미이찬휘이찬희이창우이창학이철재

이충식이태규이태식이필순이한규이한복이한신이향숙이헌욱이헌조이현경이현국이현숙이현심이현아이현재이현진이형전이혜경이혜선이혜옥이혜정이혜지이호열이호영이호준이홍원이화자이효정이희석임경일임동우임명규임안식임연희임원명임의규임재천임정린임정선임정욱임준경임지영임진웅임진화임태형임현진

임혜규임혜원임환종임효선장경복장기현장문수장병화장비호장세정장수영장연수장영우장예은장윤재장재욱장정민장정혜장준수장지호장향실장혜숙전경선전다영전미경전병선전승원전승호전양미전은주전춘이전형준전혜정전희중정가원정광일정규현정기화정다빈정달근정상식정상화정선민정수영정승민정승원정승이

정아현정양선정연희정영근정영란정영자정영희정우경정우석정우영정원재정원제정유선정윤선정은지정재상정재석정정수정제설정준호정지원정지은정진목정진호정하나정한나정해든정현진정혜영정혜원정혜인정회숙정희영정희창정희철정희칠제갈수진조덕관조미진조민우조민주조범철조부귀조서현조    석조    선조    성

조성문조성범조성연조성열조성채조성희조수영조순례조숭희조승희조영숙조영순조예지조윤서조은지조재영조재호조재희조주연조주희조준철조춘식조항제조혜경종민정주동우주성원주세운주은지주재범주재원지완일지윤경지정임진미영진아영진영옥진정완진혜영차상민차서우채사병채영규채유경채윤서천의윤천정은

최내리최동우최동일최두영최두진최명윤최미경최미선최민현최범규최병선최서연최선애최수안최수연최숙자최순호최아인최양현최연옥최영근최영민최영자최영화최영희최    용최용민최원남최원의최원일최원준최원호최윤서최윤영최윤옥최윤욱최윤진최은영최인희최재원최정규최정은최정현최정화최지영최지훈최진영

최창영최창환최치영최태호최현진최형인추성옥추호정팽진철하란수하태훈하희자한경욱한경희한만오한미선한민정한사용한상규한상욱한상호한세현한승모한승우한영숙한영주한은경한정순한종수한종표한태규한현옥함경화함준용함창호허광래허석훈허성오허    옥허유진허준범허    진허진해현해균홍경자홍기순홍성민

홍성혜홍성화홍순경홍승노홍영의홍예나홍옥표홍원표홍윤태홍은숙홍장희홍재모홍준혁홍지만홍창기황경하황근남황등영황라현황명하황보명황성숙황성용황순정황승용황연숙황연하황은진황응수황인규황지윤황지현황지혜황태숙황환민황효숙황희경마셀 슈미트Anne GardonGrace MasupatKIMMINHAMINAPIAO ZHENJIZACHARY M HAHN

라파엘나눔 재무보고
(단위 : 천원)

관항목 금액
후원사업 정기후원금 159,313비정기후원금 202,568몽미네바자 81,429후원물품 후원물품 19,371
기타수입 임대수입 11,605이자수입 외 3,685이월금 및 조정액 310,654계 788,625

수입

지출 (단위 : 천원)
관항목 금액

사업비
배분사업 134,393후원 및 행사 33,702기획사업 13,435라파엘아카데미 2,718

이월금 인건비 83,385운영비 8,443재산조성비 1,380예비비 및 조정액 511,169계 788,625
*공익법인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세부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사)한국병원약사회(유)이십일세기(재)천주교서울(주)두리디자인(주)보명엔터(주)복음자리(주)삼명테크(주)엘지생활건강(주)유원이앤씨(주)일신텔콤(주)제이영에셋(주)주호데코(주)케이에스와인(주)큐로트레이더스(주)하트스캔(주)한독경운가톨릭회고려아연(주)규림한의원다도스튜디오대상주식회사대치동자원봉사회대한다업(주)대한법무사협회동아화성(주)라파엘프리메드바보의나눔법무법인 덕수

단체후원
법무법인 코러스 삼척사무소베를린크란츠본치과 사단법인 생명잇기삼남석유(주)샘표식품 주식회사서울대교구 가톨릭 경제인회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 아바오로회선부한빛의원성남정형외과성북문화재단세곡동성당 못골기도방세진화성(주)아트스페이스H요셉의원이와이컨설팅(주)인사이트메디컬(주)장앤홍티컴퍼니정언내과주식회사면사랑주식회사초록마을천주교 서울대교구 갈현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치2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대흥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도곡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망우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미아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반포4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방학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번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원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석관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북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색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압구정1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삼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우장산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이문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자양2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중앙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창4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창5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창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하계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남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포스코건설 직원 일동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쿄와하코기린한영회계법인해수상담클리닉현대기전(주)

46 2018  Raphael Annual Report



라파엘 천사가 되어주세요
신한 100-031-125200 (재)라파엘나눔  

문의  02)744-7595

라파엘센터 갤러리 대관 
문의  02)744-7595

라파엘 소식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플러스친구에                             을 입력

또는 아래 QR코드를 인식 
라파엘나눔 검색



02880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43길 7 라파엘센터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T. 02)763-7595  F. 02)741-0767  raphael.or.kr
사단법인 라파엘인터내셔널 T. 02)762-7595  F. 02)762-7594  inter.raphael.or.kr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T. 02)744-7595  F. 02)741-0767  nanum.raphael.or.kr돈암동 ▶◀ 혜화동

삼우카센타
혜화문

나폴레옹제과점라파엘센터
4호선한성대입구역5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