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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 코리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필리핀에 코로나-19 대

응사업의 일환으로 마스크 55만장을 긴급 지원했다. 최근 필리핀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가 7천명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도발 코로나-19 전파가 동남아시아를 위협하는 가운데 필리

핀은 자국민을 포함하여 인도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차단한 상황이다. 

사마리안퍼스 필리핀 지부에 따르면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강력한 사회활동 제재와 락다운으

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으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구할 수 없

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식량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필

리핀 지부 디렉터 패트릭 지통가(Patrick Gitonga)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뿐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도 개인방역용품 지원이 

시급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크리스 위크스 대표는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전 세계 코로나-19 팬



 

데믹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예방에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 코로나-19 확산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제품을 현장에 지원하는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리핀에 지원되는 이번 마스크는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급 덴탈 마스크

로 한국마스크산업협회(회장: 석호길)의 협력을 통해 공급을 받았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기

관의 첫 번째 국제구호사업인 필리핀 마스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베네수엘

라 등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국가에 마스크를 포함해 다양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지원하는 캠

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사이며 본사 

대표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1973 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 년간 전세계 긴급구호활동, 보건의료활동 및 성인과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초교파적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00 개 비영리 단체 중 19 위 규모의 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매년 전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영국, 호주 및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17 개국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국제재난대응 및 보건의료활동과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 어린이 전도사역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관 홈페이지(www.samaritanspurse.or.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소개 

사마리안퍼스는 기독교 구호 단체로,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전 세계 고통받

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도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전 세

계 긴급구호활동, 의료선교 및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

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부이며 본부 대표인 프랭

클린 그래함 목사는 1973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

안퍼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국제 긴급 구호 활동, 의료 선교 및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과 해외 미

전도 지역 어린이 사역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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