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om: 채종욱 johnchae11@gmail.com
Subject: [빈손채움 24번째 기도편지] 갠지스 강의 목욕

Date: December 14, 2017 at 9:02 PM
To: johnchae11@gmail.com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추운 날씨가 야속합니다 

저는 춥지 않지만 추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도 춥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회가 남도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와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의례히 그렇게 사는것이 삶이라 생각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면 저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 마지막 기도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연말과 연시기간에 커피를 사은품으로 하는 모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메일 하단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모금관리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면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의 편의

를 위해 

기도편지 아래에 후원 창을 열어 놓았습니다

가정과 섬기시는 공동체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빈손채움/ 채종욱 드림 

빈손채움 기도편지 24호

DEC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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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17 

< 갠지스강의 목욕(Ganges’ Bath) > 

오늘은 인도의 속죄일인 “강가스난” 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갠지스강은 가장 신성한 강이며 삶과 죽음 그 자체 입니다 

이 의식은, 이 강에서 몸을 씻으면 영혼의 죄가 씻긴다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강가로 나가는 행렬이 좁은 골목길을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려는 행렬과 시신을 들고 가는 장례행렬이 함께 했습니다 

<이 오염된 물에 몸을 씻으면 정말 죄도 씻길 수 있을까? >



<이 의식을 치루는 이틀 동안 약 7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얼마나 이들의 삶을 피폐케 만드는 것인지 안

타까웠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맹목적이지만 절절해 보였습니다 

<낙타디어라 강하라 마을 방문>

https://stibee.com/api/v1.0/tracking/click/aHR0cHM6Ly95b3V0dS5iZS9HbjlaS3QtZkN6WQ==/NzU3Mi8yMjYyNi9qb2huY2hhZTExQGdtYWlsLmNvbQ==


<메마른 땅을 혼자 걷는 낙타디어라 섬 여인>

여름이면 침수가 되고 겨울에는 가물어 메마른 척박한 이 땅에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언제나 가난이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전신주가 세워지기 시작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콜카타에서 사역 하시는 방의근 선교사님 내외분이 함께 동행하

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훌쩍 넘어, 선교지에서 쉽지않은 길을 걷고 계시는 이들의 헌

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아킬풀 (Akilpur) 교회에서 드리고 강하르 마을을 방문 했습니다  

<불 탄 체 방치된 학교>

<학교 벽은 쇠똥을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난 번 방문 때 보수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번에는 공사할 업자를 동반



지난 번 방문 때 보수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번에는 공사할 업자를 동반

했습니다 

견적을 받고 공사비를 지급한 뒤, 겨울이 닥치기 전 공사를 끝 내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에게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벽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필요

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 달라고 맡기신 귀한 헌금이 있었습니

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수된 교실은 그 분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 카투만두를 가다 >

< 계곡을 돌아가는 비탈 길의 긴 자동차 행렬 >

호텔은 조식을 포함해서 35불

비교적 싸고 깨끗한 호텔 이었습니다 

동네는 히말라야를 트래킹 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트랙커들로 붐볐습

니다 

20년 전, 기아대책본부로부터 파송 된 박재면 선교사님 내외분과 함께 산지학

교를 방문하면서 그곳 학교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논 했습니다  



교를 방문하면서 그곳 학교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논 했습니다  

< 박재면 선교사 내외분과 함께 산간 학교를 방문 >

기아대책본부에서는 현재 1,925명의 어린이들을 CDP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를 통해 교육과 급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CD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약 5,500명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아이들이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 빈손채움이 이 중 일부를 후원

하기로 했습니다  



< 교장선생님의 아이를 안고 있는 학교 어린이 >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대회 서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지탱하는 처음이자 가장 위

대한 계명이다” 로 시작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도움의 손을 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헛되지 않고 새 창조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

문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

다” 

-존 스토트 – 

빈손채움의 커피는 특별하다 

빈손채움에서 판매하는 스페셜티 커피는 이티

오피아 아리차와 코케 두 종류인데요, 이 두 가

지 커피는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프 커피의 두

산지 이름을 딴 것으로 아리차는 은은한 과일



산지 이름을 딴 것으로 아리차는 은은한 과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코케는 부드러운 맛

이 특징입니다. 

빈손채움은 그 동안 펀딩을 통해 커피 농가들

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해 네이버 공감 펀딩

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600여 만원과 재단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에티오피아의 커피산

지 두 곳에 3,000만원 상당의 가공시설을 설

치했습니다. 빈손채움에서 구매한 커피는 에티

오피아의 커피농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커피와 25끼니 

빈손채움은 사회적기업 'GBM 네트워크 아시

아(Networks Asia)'의 협력으로 인도 비하르

주 (bihar)에 식품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구

호식품 구매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돕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

되는 영양 파우더 (nutrition powder)는 밀,

쌀, 옥수수, 녹두 4가지 곡물과 우유 파우더가

혼합된 것으로, 비타민 A, C 미네랄을 포함하

고 있으며 물에 섞기만 하면 바로 섭취가 가능

합니다. 

이번 커피 판매의 수익금은 네팔과 인도의 등

지의 결식 아동과 난민에게 구호식품을 공급하

는데 쓰입니다. 커피 원두 한 봉지 (200g) 또

는 드립백 박스 (8개입)을 구입하시면 한 아이

가 25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의 영양파우더를 공



급할 수 있습니다.  

빈손채움 후원하기 & 커피 구매하기

커피 구매는 위의 모금 창은 물론 재단 연락처를 통한 직접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빈손채움

admin@binchae.org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47 서규빌딩 2층 (06166) +82-02-6462-1530

후원계좌 

우리 은행 1005-080-051004 ( 예금주: 재단 법인 빈손채움) 

수신거부 Un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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