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필리핀 태풍 라이 임팩트 리포트

Philippines Typhoon Rai Impact Report



Thank You
지난 2021년 12월 16일, 시속 19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슈퍼태풍 라이(RAI)가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총 405명이 사망했고 93,21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만채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더해 갑작스러운 슈퍼태풍으로 필리핀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기와 인터넷,교통수단이 끊겨 구호물품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구호활동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마리안퍼스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사마리안 

퍼스 직원들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긴급식량, 임시거처 등 다양한 긴급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의 관심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쏠려 있을 때에도 후원자님께서는 어려움 

을 당한 필리핀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을 나누어주셨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도 조금이나마 필리핀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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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0+
전달된 필수 구호품의 수

19,329+
제공된 긴급식량 패키지의 수

1,763+
진료한 외래환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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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라이 긴급대응 활동
사마리안퍼스는 태풍 라이 발생 직전부터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태풍 라이가 발생한 즉시 긴급대응팀을 레이테(Leyte), 수리가오

(Surigao del Norte), 디나갓 섬(Dinagat Islands), 보홀(Bohol), 그리고 세부(Cebu)에 급파하여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총 64명의 긴급대응 스태프가 필리핀 각 지역에서 구호품 배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식수 지원, 의료 지원도 진행하였습니다. 

           식량 패키지: 19,329 팩              식수 키트: 9,998 키트                     타프(천막): 10,287개

           생필품: 3,775 키트                     위생키트: 10,232 키트                    외래진료: 1,763명

삶의 희망이 되는 파란 방수포
80세 티모테아 할머니에게 태풍과 피해 가정의 모습은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퍼태풍 라이가 강타했을 때, 할머니 역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지붕이 날아갔지만 태풍을 피할 곳은 부엌 식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안퍼스가 필리핀 수리가오 시에 긴급대피소와 구호품 배급소를 만들었지만 티모테아 할머니의 마을은 도시 외곽에 있었고 

할머니에게 수리가오 시는 무척 먼 거리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폭우가 계속 되었지만 지붕이 망가져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티모테아 할머니 마을의 소식을 듣고 파란색 방수포를 오토바이에 가득 실어 티모테오 할머니의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티모테오 할머니는 "이런 도움을 주는 분은 여러분이 처음입니다."라고 말하며 사마리안퍼스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 

하였습니다. 

사마리안퍼스가 제공하는 파란색 방수포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있어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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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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