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차 -안녕 세상 
CRS Rice Bowl (쌀그릇 프로그램) 202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여행을 통해 저희와 함께 세 여자 아이들과 가족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CRS (쌀그릇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시면, 이 가족들과 같은 여러 많은 가족들과 당신의 삶을 

나눌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가 그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있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할수 있습니다. 빵과 물고기의 성경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당신의 

작은 도움이 많은 이들에게 음식을 줄수있고, 비록 그 도움이 작다고 보일수 있겠지만, 당신의 

도움은 매우 큰 것입니다.  

 

첫째주: 빵과 물고기의 기적 복음 이야기 

주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을 보고 그의 마음은 양치기 없이 길을 잃은 양들같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늦어버린 밤, 그의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곳이며,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 농장과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것을 살수 

있도록 그들을 해산시키시지요.”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200일 동안 일한 돈으로 음식을 사서 그들이 

먹게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그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몇개의 빵을 가지고 

있느냐? 가서 보거라.” 그리고 제자들은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푸른 잔디 위에 그룹으로 앉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명씩 정렬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선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으시고 하늘을 

쳐다보시며 축복을 하시고, 빵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선 물고기 두 마리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두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두 광주리 바구니 

가득 남은 것들과 남은 물고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의 수는 오천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44절) 

 

마리아 아나 Maria Ana 

나의 이름은 마리아 아나 입니다. 마리아 아나는 16 세입니다. 

그녀는 진중하고 친절합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4 형제와 

여동생과함께 온두라스, 중앙 아메리카에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는 마을, El Pinal은 언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페인어로 말합니다. 

 

트리   Trinh 

나의 이름은 트린입니다. 트린이는 열심히 일하고 활기 넘치는 12세 아이 

입니다. 그녀는 호이 안 시, 베트남 외각에 위치한 빈 다오의 농업마을에서  

부모님, 2 형제, 여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고있는 나라는 동남 아시아 

이고,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트린은 베트남어로 말합니다. 

 

 

이반   Yvone 

나의 이름은 이반 입니다. 이반은 야심이 있고 똑똑한 11세 아이 

입니다. 그녀는 케냐에 있는 콘지코 마을에서 조부모, 이모, 3 

형제들, 3 친척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커뮤니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적도에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우 덥습니다. 이본과 이본의 가족들은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구사합니다 

 

 

 



묵상 Reflect 

1. 40일의 사순절동안 마리아 아나, 트린과 이본에 대해 알아가면서 매일 당신의 기도중에, 

금식중에, 구호중에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2. 당신은 마리아 아나, 트린, 이반에 대해 무엇을 더 알고 싶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