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프로그램 업데이트: 식량 안전

세계에서 아홉에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식량이 없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은 가난의 직접적 결과이고 생존 이외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영양실조는 어린이들이 적절히 성장할 수 없고 
면역체계가 질병에 저항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실로 세계적 이슈입니다. 나사렛 긍휼 사역은 그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경작 프로젝트들을 통해 전 세계의 교회들과 동역합니다. 
르완다에서는 바나나 농장 프로젝트가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 
참가자들이 식량, 의료, 교육 및 다른 중요사항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영향: 식량 및 경작

중동 에서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탈출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식량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는 580명의 
사람들이 토지를 다시 채워 

추수를 극대화하도록 참가자를 
훈련하는 보존 농경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르완다에서는 40명의 구호 
그룹이 식량과 수입원을 
제공하는 바나나 농장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역의 신선한 
농산품에 접근할 수 없었던 
22 가족들이 현재 수중 경작 
시스템을 통해 재배한 유기농 

채소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사렛 아동발달 센터 학생의 어머니인 시파는 바나나 농장이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사렛 긍휼사역과 동역한 르완다의 구호 그룹 
회원들이 지역 나사렛 교회 땅에 750개의 바나나 나무 씨를 뿌렸을 때 시작됐다. 바나나 
농장을 통한 수입으로 그 그룹은 농장 땅을 기름지게 하는 몇 개의 양돈장을 만들었다. 
돼지들이 늘어나며 나사렛 긍휼사역은 바나나 농장 사람들에게서 새끼 돼지를 구입해, 
집에서 음식이나 이익을 위해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 

나사렛 긍휼사역을 통해 새끼 돼지를 받은 시파는 그 돼지를 키우고 번식시켜 새끼돼지 
아홉을 더 얻었다. 그녀는 그 새끼들을 팔아 그 돈으로 자기 집의 바닥을 시멘트로 바르기 
위한 재료를 샀는데 이는 르완다에서는 형편이 괜찮은 집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제 저는 콘크리트가 돼 있는 집에서 살아요.” 시파가 말한다. “남은 돈은 [새끼돼지] 
양돈장을 위해서 썼어요.” 시파에게는 다음에 새끼를 팔면 할 계획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지불한 다음, “저는 드레스와 가족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살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시파는 현재 그녀의 바나나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는 양돈장에서 새끼돼지 7마리를 키우고 
있다. 

르완다에서의 식량안전
시파가 그녀의 새끼돼지 양돈장 옆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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