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프로그램 업데이트: 의료서비스

저소득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수단부족, 높은 비용들, 그리고 교육은 모두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 결과, 매년 수십 만명이 예방 가능한 질병, 출산 합병증 또는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구제사역부가 지원하고, 지역 나사렛교회들에 의해 운용되는 전인적 
프로젝트들을 통해, 사람들은 장단기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장단기적인 
의료프로젝트들은 나누어진 의료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들을 
기존의료프로그램에 연결시키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새로운 행동들에 힘을 
실어 줍니다. 

한가지 예는 아프리카의 5개국에 걸쳐 펴져 있는 것으로, 여기의 새로운 통합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보건자원봉사자들을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의료시설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을 위해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영향: 모든 사람들을 의료서비스에 연결하기

라이베리아에서는 깨끗한 
물과 위생기술훈련을 

통해 전체적으로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한 센터는 
육체적 및 정신적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존엄성 확인 서비스를 
통해 HIV와 에이즈로 

낙인된 부정적인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이동 
의료 단체가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의술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2년전, 에블린은 바구니를 만들고 야채들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두가지의 건강 
위기들이 차례로 그녀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케냐 시골에 사는 에블린은 그녀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남편 필립은 오토바이사고를 당해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와 교통비는 순식간에 쌓여갔습니다. 그 부부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녀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도, 그녀는 암으로 인한 상처들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과 필립은 모두HIV 양성이었음에도,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고, 가사일들은 아이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에블린은 변화를 위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줄 이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통합 의료 프로젝트의 한 부분인, 지역사회 의료자원봉사자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위급성을 깨닫고 HIV 치료를 위해 그 
부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은 에블린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필요한 
약들을 제공하고, 건강과 영적인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에블린은 그녀의 일을 곧 
다시 시작할 것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의료인들과 함께 우리 
집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마다 저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블린은 설명했습니다.  

케냐에서의 의료서비스
케냐의 자원 봉사자들이 지역사회와 건강 돌봄 자원들을 나누기 위해 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ncm.org/healthcarencm.org/healthcare  에서 알아보세요.에서 알아보세요.

https://www.ncm.org/health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