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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빅을 위한 노툰(코스펠드 근교)의 도움 

 

 

노툰의 립프라우엔슐레에서는 매년  크리스토 레이라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잠빅 제쿠아로 

일정 금액을 송금합니다. 올해는 16,000유로를 모금했습니다. 10,000 유로는 이른바 아프리카의 

날이라는 행사의 결과물입니다. 5학년에서 7학년 학생들은 후원 달리기를, 8학년과 9학년 

학생들은 일을 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6,000 유로는 대림 달력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입니다. 교장 

하인리히 빌렌보르그와 아프리카의 날 담당자인 미햐엘 니보르그와 크리스티아네 샤보스, 대림 

달력 책임자 크리스티아네 굳비어는 학생들의 엄청난 참여와 학부모들, 친구들, 기업들, 기부인들의 

관대함에 감사했습니다.  

립프라우엔슐레는 교사인 수산사 마틴즈가 포르투갈인으로서 통역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모잠빅의 

노틀담 수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크리스토 레이라는 소녀들의 집은 노틀담 수녀들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유능함과 시민의 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도적 종교적 교육을 증진합니다. 현재는 기숙학교에 84명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12세에서 21세 사이의 이 소녀들은 원거리 출신입니다. 대부분은 고아들이거나 조부모 

혹은 숙모/삼촌과 생활합니다. 이런 가정은 극빈속에 살아갑니다. 이 소녀들을 도움으로써 이들의 

가족들도 돕게 됩니다. 모잠빅은 인력 시장에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기술을 습득한 여성들의 

그룹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국가 전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 레이의 학생들은 8학년부터 12학년사이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며 성장합니다. 

이 학교를 타 학교와 차별화시키는 점은 전인 교육입니다. 컴퓨터, 자수, 가정 관리, 농업은 소녀들이 

미래의 직업 전망에 중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부금으로는 주방을 개조하여 제대로 설비를 갖출 것입니다. 겨울에도 야채를 기를 수 있도록 

온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부지의 안전을 확립하는데 감시 카메라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도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숙 학교는 어떠한 재정적 수단도 없는 가정출신의 소녀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의 생계 수단을 확보하는 일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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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건축 현장은 천연 약품을 위한 응급진료실 보수공사입니다.  

리아나 프레이타스 수녀는 지역 주민들이 자연 치유에 매우 열려있다고 합니다. 제약품을 구하기가 

몹시 어렵고 치유사들도 약초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약초를,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치료법으로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말라리아, HIV/AIDS, 독감, 여드름, 두통, 메스꺼움, 설사, 

빈혈, 위통과 관련된 치유법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요세파 마리아 베르그만 수녀의 기사 축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