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사역프로그램 업데이트: 물, 위생, 청결

국제적으로,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거주시설에 살지도 않고, 손을 씻을 곳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요 사망원인들 중에 하나가 수인성 
질병 또는 나쁜 위생 환경 때문입니다. 물 (Water), 위생 (Sanitation), 청결 (Hygiene) 
(앞글자들을 따서 WASH) 프로젝트는 이러한 이슈들을 다 포함하는 사역입니다. 
현지나사렛교회들과 나사렛구제사역부는 현지주민들이 깨끗한 식수와 위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현지 가능한 시설물들을 사용하여 손씻는 장소들을 만들어 
위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깨끗한 물의 위급한 필요를 전하고 공급하기 위해, 현지 교회들과 나사렛학교들과 
아동발달센터들이 깨끗한 물의 공급처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깊은 땅 
속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들을 끌어올리는 지하수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지역들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은 먼거리를 오가야 한다는 것과 성인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이 이 일들을 담당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깨끗한 물을 
가까이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성인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돕는 
자조그룹 활동들, 교육,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 년동안 주요사역활동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사역효과: 깨끗한 물과 건강을 지원

인도에서 WASH 프로젝트들은 더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깨끗한 
물과 위생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을 돕는 자조그룹들, 
식거리재배와 교육,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다른 사역들은 지역사회의 필요들을 해결하여 탄력적 발전과 
희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변화는 깨끗한 물을 
얻는데서 시작하며, 위생시설과 환경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게 되면, 식거리재배들와 자조그룹들은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인도의 어느 한 교회에서는, 하나의 지하수샘이 지역사회와 교회성도들 
모두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한 나사렛교인이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가족들은 우물을 통해 물을 얻었었는데, 그 우물은 모두 말랐고, 그래서 물얻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과 일마일 안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지하수샘이 만들어지게 되어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만들어진 새로운 지하수샘이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물들을 
교회 터에서 나오는 물들을 통해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에 기쁨가득히 가슴 
벅찹니다.”

인도로부터 온 이야기들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원하시면 이곳에 오세요 NCM.org/WASH

서아프리카 시에라레온에서는, 
2017년부터 12개의 지역들에서 13
개의 새로운 지하수샘들을 통해 
17,000 명의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물위생청결 (WASH)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중이며 

2,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있습니다. 

• 2019 년 가나에서는 
16,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위생청결에 대한 인식변화 
워크샵에 참여했습니다.

리베리아에서는, 2018년 10
개 지역사회들에서 10 개의 

새로운 공중화장실들을 
설치하여 1,800 명의 학생들이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나 사 렛

구 제 사 역 부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들에서, WASH 프로젝트들이 경제력강화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