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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2020년 4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치료제도, 백신도, 확산을 막을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에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봉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병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부터 전세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을 확보하는데 고충이 많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크와 소독제 같은 개인 위생 용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소외계층은 더욱 큰 생활고를 겪으며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국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마스크매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스크매치 캠페인을 통해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캄보디아에 마스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나눔을 통해 각 지원 국가의 수혜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7
총 후원자 수

 

25,830,000
총 후원금 

 

431(톤)

총 지원 마스크 수량

 - 필리핀 : 50만장 (2021년 5월) 

 - 베네수엘라 : 5만장 (2021년 6월) 

 - 캄보디아 : 50만장 (2022년 4월) 

    (지원된 마스크는 고급 3중 덴탈   

      마스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도와요!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한국마스크산업협회의 협력으로 고급 3중 덴탈마스크를 후원자의 후원과 1:1 매칭하여 2배의 수량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마스크산업협회는 국내 방역용품 제조업 환경을 돌보고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설립된 협회입니다. 마스크매치 캠페인 후원자님들과 함께 필리핀과 베네수엘라의 소외계층에게 

귀한 마스크 공급에 협조해주신 한국마스크산업협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고려대의료원과 보건의료활동을 중심으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고려대의료원은 국제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50만장을 지원했습니다. 마스크 50만장은 고려대의료원과 

한국마스크산업협회의 1:1 매칭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고려대의료원 후원 마스크는 사마리안퍼스 캄보디아 사무소에 

안전히 도착하여 지역사회 배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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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스크 50만장 지원

● 베네수엘라 마스크 5만장 지원

● 고려대의료원, 캄보디아에 마스크 50만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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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안퍼스 코리아와 한국마스크산업협회의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지원식

마스크 지원을 받고 기뻐하는 베네수엘라 현지 병원 의료진 

고려대의료원의 캄보디아 마스크 지원식 

마스크를 지원받은 필리핀 수혜자들의 밝은 모습

베네수엘라 기독교협회를 통해 진행된 마스크 배분 현장

고려대의료원 후원 마스크를 캄보디아 사회복지부에 전하는 

사마리안퍼스 캄보디아 사무소

마스크 한 장이 만든 변화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제시카 미아노씨는 여섯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로 힘겹게 

가정을 꾸려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이 가정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마리안퍼스 필리핀 

사무소의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막내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카 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은 쌀죽밖에는 없었습니다. 쌀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는 우리 돈으로 약 1

만원 정도. 그러나 이마저도 가계에 큰 부담인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식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야 하지만 값 비싼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고 강력한 지역사회 봉쇄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재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후원자님들이 지원한 마스크는 제시카 씨의 가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무척 어려웠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우리가 모르는 분들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거에요.”

영양실조에 걸린 막내 아들도 사마리안퍼스의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영양이 듬뿍 담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제시카 씨의 가정을 포함하여 필리핀에 덴탈 마스크 총 50만장(275박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지역교회를 

포함하여 영양지원,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보건의료, 생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골고루 

지원되었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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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사마리안퍼스 베네수엘라 사무소는 마스크 5만장을 다양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주요 

수혜자는 베네수엘라 기독교협회 소속 목회자, 교회 리더십, 중앙주립병원 및 세구로 소셜 병원, 중부 아라과 공립병원, 

북동부 안소아테기 주 의료진, 남부 메리다 주 홍수지역 이재민, 카라보보 주립 교도소 수감자 등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였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이번 마스크 지원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도움이 무척 컸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교위원회

(Evangelical Council Venezuela (EVC)) 의장인 세자르 메르데조(Cesar Mermejo) 목사님은 특히 소외계층뿐 아니라 

주립교도소 수감자에게도 마스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수감자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매치 캠페인을 통한 후원은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을 지킬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힘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가정에 고통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돕는 손길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마스크 기부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엔데믹이 시작된 지금,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기를, 그리고 특히 소외된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전도서 4장 13절 

1 지역 소외계층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세자르 목사님   2 마스크를 전달 받는 교도소 수감자   3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마리안퍼스 베네수엘라 사무소 직원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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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종로47 SC빌딩 13층  02-2105-1800 02-2105-1800 | www.samaritanspurse.or.kr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sp_kor       samaritanspursekorea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