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planter을 모집합니다

희산은 미국 Los Angeles에 본사를 두고 제3세계 맹아와 농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교사역에 동참할 Implanter를 모집합니다. Implanter 동참은

희산의 사역을 카페, 블로그, SNS, UCC등을 통해 홍보하여 기도와 동역을 요청하는 홍보 사, 희산의 국,내외 캠프 및 현장 사역을 돕는 자원봉사

와 재정모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쁨의 산을 심는 Implanter. 소중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Implanter는‘심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희산의 동역자 그룹입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9-153-153-153-1 박은교(희산)

희산(喜山)은‘기쁨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희망을 잃어버린 시, 청각 장애

아동들의 삶에 산과 같은 큰 기쁨을 선물하고자 1987년 소말리아로 파송된 조성덕선교사님의

사역을 전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장애 아동들에 한 복지가 시급한 제3세계 맹아와 농아들

의 재활을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1분에 한 명꼴로 어린이 실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TO)통계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실명 아동의 98%가 제3세계 어린이들입니다. 경미한 안구 손상도 빈곤

과 무지로 방치되어 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맹아의 비율이 증가

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 아동들에 한 정부차원의 복지와 재활 교육이 미비한 것 또한, 장애

아동들의 미래를 방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7:22)

희산은 재활 교육과 복지가 시급한 맹아와 농아들을 상으로 케냐와

소말리아를 거점으로 하여 장애 아동들을 위한‘무지개 학교

(Rainbow ministry center)’를 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에 한 인식 전환을 위해 지역 주민 계몽 및 캠페인

을 주최하고,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계장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

으며 개안수술과 치료를 지원하는 사역으로 예수님

의 발자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심어줄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제3세계 맹아와 농아를 지원하는‘희산’의

로 함께하겠습니다홍보 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3세계 맹아와 농아를 지원하는‘희산’의

로 함께하겠습니다자원봉사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3세계 맹아와 농아를 지원하는‘희산’의

로 함께하겠습니다재정후원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Headquarters - USA 3440 Wilshire Blvd, Suite 855 Los Angeles, CA 90010-2128
Regional Office - Kenya P. O. Box 14310 - 00800 Nairobi. Kenya 
Somalia Field Office, Merka
Sub-Office - South Korea 박은교 parkeunkyo@gmail.com
Homepage www.hisan.org

기쁨의산을심다

희산

Jongpil Hong
줄 긋기

Jongpil Hong
삽입된 텍스트
외환은행 63-010047-316 세선회



www.hisan.org

희산은 케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양계장을 건립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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