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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매년 130만명의 어린이들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중 85%

의 어린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지난 1997년, 사마리안퍼스는 보스니아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칠드런스하트 프로젝트(Children’s Heart Project)를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1997년에 칠드런스하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65개 이상의 

병원과 협력하여 1,4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심장병 수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사랑 

으로 심장병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았고 아이와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후원자님! 

프로젝트 운영
사마리안퍼스는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술과 장비가 없는 국가에 살고 

있는 선청성 심장병 환아들에게 수술을 

제공합니다. 사마리안퍼스는 수술이 필요 

한 아이들을 선발해 미국 심장병 수술 

전문 병원으로 초청합니다. 아이들은 보 

호자 및 통역가와 동행하며 돌봄가정과 

돌봄교회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복음을 듣습니다. 2021년에는 볼리비아, 

우간다, 네팔, 몽골의 심장병 어린이 24

명에게 건강한 심장을 선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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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 당 필요 후원금

14,000,000원
(11,117달러)

한국 CHP 후원금

4,070,000원

한국 CHP 후원자 수 

34명

2021년 총 수혜 아동 수

24명

볼리비아 우간다

몽골

네팔



필요한 도움과 함께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   

사마리안퍼스는 어린이, 부모, 통역사를 위한 항공료를 지원하고 수혜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돌봄교회와 숙소와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가정들을 선정합니다. 아이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아이들과 부모는 돌봄가정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칠드런스하트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은 목사, 의사, 사마리안퍼스 직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사회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많은 부모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고 회심한 부모 중에는 

교회의 장로로 세워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7개, 우간다에 1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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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제네시스, 악셀, 카를로스, 그리고 이라크 북부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야지디(Yazidi)를 포함해 총24명의 아이들이 

2021년 칠드런스하트 프로젝트를 통해 심장병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가정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칠드런스하트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나눔으로 레오, 제네시스, 악셀, 카를로스와 

같은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한 후원자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일어난 변화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에 사는 진 카를라(Jean Carla) 씨의 아들 레오(Leo)

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진 씨는 아픈 아들을 돌보다 지쳐가던 

중에 믿음을 가지고 칠드런스하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 씨와 

레오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돌봄가정으로 

선정된 트레이시(Tracy) 씨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 씨는 큰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싶었지만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의 반대로 좌절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시 씨는 소망을 잃지 않고 어머니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레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레오의 변화를 통해 진 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레오의 미래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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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제네시스(Genesis)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프로젝트가 중지된 

이후, 처음으로 수술을 받게 된 

심장병 어린이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의 병원에서 

악셀(Axel)이 수술을 잘 끝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셀은 회복 후 고국인 볼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샤밈(Shamim)과 함께 

우간다에서 미국 루이지애나까지 

먼 길을 온 카를로스(Carlos)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잘 회복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전하신 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리안퍼스의 사명입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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