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룹니다.  

기아 비상 사태가 소말리아에 닥치기 전에 하오 압디 Hawo Abdi와 그녀의 남편은 케냐와 국경을 

접한 성공적인 목축 업자였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집중적인 가뭄으로 인해 더 이상 낙타, 소, 양, 염소를 키울 수 없는 수준으로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경제적 파멸에 직면하자 압디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부부의 5째 아이를 밴 임신 2개월이였습니다. 

압디는 자녀를 먹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4 명의 자녀와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이재민을 위한 캠프로 이틀 간의 여행을 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말리아의 내전을 배경으로, 무장 단체의 공격과 폭행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여정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물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오는 압디의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이 제공하는 쌀, 콩, 식용유 및 설탕을 매달 할당 

받습니다. 

그들의 일상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반면, 압디와 새 아기를 포함한 아이들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습니다. “식량 원조는 우리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압디의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국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540만 명이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260만 명이 실향 되었습니다. 미국장로교회는 Kaalmo 

Relief and Development와 협력하여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 원조를 제공합니다. 

Kaalmo 디렉터인 Mohamed Ahmed Iriri는 말합니다,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아와 빈곤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은 북 나이지리아, 남 수단, 예멘 등 다른 국가의 미국장로교회 

파트너를 통해 기꺼이 기아와 극심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들은 비상 식량 지원을 돕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아와 노숙자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선지자는 우리를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살고 있는 거리를 복원하는 자” 

라고 하며 배고프고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요구합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육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 환영합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에 헌금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한다면 많은 것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식구로 모으십시오. 주님의 지붕 아래서, 우리가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모여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소서. 모두에게 양식을 주고, 모두를 수용하며, 

처음부터 부여된 품위를 가진 세상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헌금이 이 꿈을 이루도록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