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흘러 넘치게 합시다
조수아 뭄비(Joshua Mumbi)는 물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비가 올 때면 거리에 흐르는 물을 모았습니다. 그는 종종 지역 상수원까지 걸어가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오느라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그는 전날 밤 가족과 함께 상수원까지 긴 여정을 떠나, 그들이 아침에 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곳에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세핀(Josephine)은 혼자 그 여정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갈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뭄비가 학교에 갔을 때면, 그는 낮 시간 동안 매우 피곤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으며, 배우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Week of Compassion”을 통해 주신 선물 덕분에 조슈아 뭄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다른 모든 가족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양열로 움직이는 새로운 시추공 우물로 그들은 요리를 위한

물, 마실 물, 목욕할 물, 그리고 물건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전 공동체에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조슈아 뭄비와 같은

아이들과 그의 형제들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고, 그들에게 기회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 전체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공동체가 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고,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Week of Compassion”에 기부할 때,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파트너들은 지역 사회로 하여금 가능한 것을 재창조하고 재구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명을 주는

물과 기타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물이 마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추구하는 데 더 자유롭습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고,
하고 물 이상의 것을 나누세요.

그들이 배 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이 헤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 하시기 때문이다.
— 이사야 49:10 (표준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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