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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농부들에게 식량과 수입을 올려주는  
염소를 선물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염소는 우유, 고기, 비료를  
제공하여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수확해  
먹을 수 있게 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건강에 좋은 선물입니다.

400353

$50

우정 패키지
우정의 선물을 보내십시오. 우정 패키지는  
염소 한 마리와 닭 세 마리를 보내어 영양  
많은 우유와 달걀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성장과 건강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400587

$59

$3닭
양계는 가족들에게 달걀 이외에도 더 많은 음식과 거름, 
깃털, 고기 등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일정한  
수입과 가족의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400483

2020-2021

어린이를 위한 
영양 세트
아이가 잘 자라려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우유, 영양 비타민,  
구충제 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선물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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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 선물세트
부엌의 텃밭은 방금 딴 싱싱한 과일과 야채를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밭에 심을 우수한 종자 다섯  
봉지와 화분 역할을 하는 포대 다섯 장이  
들어있습니다.

400605 

$25

가정용 정수기
깨끗한 식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물을 긷기 위해 매일 수 시간을 보냅니다. 국제구제부의 
가정용 정수기는 가정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가족의 
노동력과 건강에 변화를 줍니다.

400465

$90

여성농부를 위한 쌀 포대
전세계 농부들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제부는 쌀 생산증대(SRI)와 같은 재배 기술을 
농부들에게 가르칩니다. 여성 농부에게 SRI를 배우도록 쌀  
종자를 주면, 쌀을 재배하여 먹고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0843

$40

$25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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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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