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대응: 깊은 연민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병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교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나사렛교회들이 없었다면, 더 적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 소득보조, 정신건강지원, 영적사역을 필요할 때 공급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렛구제사역부를 통해, 여러분은 지역사회들 속에 있는 큰 필요들을 
목격한 교회들과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배고픔과 두려움과 질병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은 멈춰서 있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들을 바꾸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COVID-19 프로젝트들은 세계 나사렛 6대 지역 모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들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누나 마스크들과 같은 중요한 건강용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을 포함한 큰 도움을 필요로 했던 
공동체들과 함께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을 통해 여러분이 준 영향

41 세의 사오는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라이베리아에서 존귀함을 
가진 여성으로 세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케이터링을 
배우고 있을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함께 훈련받는 여성들 간에 
있는 신뢰와 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몇개의 나사렛 교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여성들에게 바느질, 음식조달, 비누제조, 
옷감염색과 같은 직업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COVID-19 대유행병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사오의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부부와 8 살, 13 살, 17 살 된 그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이제 아무 
수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오는 직업기술 프로젝트 교실에서 
배운 기술들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 시 
통금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만든 음식들을 그 시간 전에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직업기술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저와 저의 가족들은 배고픔으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느 
곳도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이베리아에 있는 나사렛 교회들은 세계대유행병에 직면하여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직업기술 프로젝트에 참석하고 있는 여학생들 중 일부는 
위생용품들을 150 가정 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사렛지방회는 음식과 
위생용품들을 250 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교회가 주도하는 대책본부들에서는 
손씻는 곳들을 설치하고 지역사회들 내에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리베리아에서 온 소식들

더 많은 소식들을 보시려면,  ncm.org/COVID19 방문해 주세요.

거의 *40 만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COVID-19 사역들이나 변경된 

프로젝트들에 의해 도움을. 

*86 개의 나라들에서 
세계대유행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5,400 개 이상의 교회들이 
이러한 나사렛구제사역부를 통한 

사역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 200 개에 
가까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나 사 렛

구 제 사 역 부

세계대유행병 기간동안, 리베리아에 있는 교회들과 사역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
해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표시된 숫자들은 매일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