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을 위한 영양 세트
아이가 잘 자라려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온두라스의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우유,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구충제 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선물해 주십시오.

위 세 가지 모두  400415   $19
콩  400600  $5
비타민  400601  $8
구충제  400602  $6

닭
여러분의 적은 투자로 케나와 인도의 가족들은 양계를  

시작해서 계란, 고기, 거름을 얻게 됩니다. 다양한 조류, 

가축과 곡식을 재배하면 가족들은 일년내내 자급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0483   $3

우정 패키지
우정 패키지는 세계 곳곳의 가족들이 수입을 얻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염소 한 마리, 오리 두 마리를  

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400587   $77

염소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 염소사육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고기, 우유, 거름과 수입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사육을  

위한 예방접종과 구충제 그리고 훈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400353   $50

국제 구제부의 선교지 선물목록을 통한 여러분의 헌금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더 풍성한 삶을 살 기회를 열어주고, 미래를 위한 소망도 줍니다.  더 알기  
원하시면 worldrenew.net/gifts 나 전화 800-333-8300 으로 카달로그(영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위한 전화는 미국 800-552-7972, 캐나다  
888-WRLD-RNW 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worldrenew.net/gifts 로 해주십시오. worldrenew.net/gifts

선교지 선물목록



어디든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헌금
‘어디든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헌금하신다면 국제구제부는 

이를 전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빈곤, 기근, 불의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돕도록 전달하겠습니다. 

100006   $25 $50 $100

학교 입학 패키지
콜롬비아 시골의 가족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학교 

입학 패키지를 선물해 주십시오. 알파벳 표 한 장,  

화이트보드와 마커, 큰 도화지, 공책 40권, 자, 연필,  

지우개가 들어 있습니다.

400606   $70

가정용 정수기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오염된 물은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옵니다. 

니카라과의 가정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가정용 

정수기를 선물해 주십시오.

400465   $90

텃밭 선물세트
부엌의 텃밭은 방금 딴 싱싱한 과일과 야채를 케냐와 우간다의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밭에 심을 우수한 종자 다섯 봉지와 

화분 역할을 하는 포대 다섯 장이 들어있습니다.

4006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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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구제부의 선교지 선물목록을 통한 여러분의 헌금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바로 더 풍성한 삶을 살 기회를 열어주고, 미래를 위한 소망을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orldrenew.net/gift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800-333-8300 
으로 전화하시면 2019-2020  선교지 선물 인쇄목록(영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위한 전화는 미국 800-552-7972, 캐나다 888-WRLD-RNW 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worldrenew.net/gifts 로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