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재난대응

전 세계의 분쟁, 재난, 기근 및 전염병 상황에서 

음식, 물, 피난처, 약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후원자가 직접 마련한 선물을 복음이 필요한 

해외 어린이에게 전하는 어린이 전도사역입니다.

월드 메디컬 미션

전 세계 선교병원과 협력하여 전문의료선교사를 파견하고 

다양한 수술과 의료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사는 심장병 어린이에게 

심장수술과 영적돌봄을 지원합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

www.samaritanspurse.or.kr/희망스토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후원 신청 

Tel: 02-2105-1800

Email: info@samaritanspurse.or.kr

후원 감사 선물

희망스토어에서 후원하신 분들께는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웰컴키트를 드립니다. 

기념카드는 지정하신 배송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사명선언문

사마리안퍼스는 

초교파적 복음주의 기독교 재단으로 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사마리안퍼스는 1970년부터 전쟁, 빈곤, 자연재해, 

질병, 기근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 누가복음 10:37 -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재)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SC제일은행빌딩 13층 

02-2105-1800

info@samaritanspurse.or.kr

www.samaritanspurse.or.kr

후원계좌 

하나은행  113-910073-69404 (예금주: 사마리안퍼스코리아)

주요사업

기념카드를 직접 전해주고 싶으신 분들께는

웰컴키트와 기념카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 기념카드는 시즌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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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스토어에서 

선물하기를 통한 

후원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20개의 특별한 이야기, 

희망스토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선물을 골라 보세요!

20개의 후원 선물 중 원하는 선물을 고르신 후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기념되실 분께 기념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엄마아빠에게 힘이 되는 병아리를, 

가족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아이에게는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식량을!

수혜자에게는 삶과 영적 변화가,

사랑하는 이에게는 두 배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1. 빈곤아동을 위한 한 끼 식사 지원 3만원

2. 위기아동지원 8만원

3. 배고픈 아기에게 영양가득 식사를 5만원

4. 고아양육을 위한 함께돌봄 5만원

5. 엄마랑아가랑 행복돌봄 10만원

6. 긴급의료지원 10만원

7. 선교병원후원 5만원

8. 생명을 살리는 수술 40만원

9. 생명을 살리는 의료장비 지원 3만원

10. 어린이심장수술 후원 수술 여행경비 250만원 /일부 지원 5만원

11. 위기가정 식량지원 5만원

12. 취약여성역량강화 3만원

13. 엄마아빠에게 힘이 되는 병아리 기부 2만원

14. 한가정 식수필터 지원 10만원

15. 식수개선사업 8만원

16. 우물지원사업 우물 1개 1200만원/일부 지원 3만원

17. 어린양인형 선물하기 1만원

18. 성경책 선물하기 2만원

19. OCC 선물상자 보내기 5만원

20. 어린이 제자양육 프로그램 1만원 / 한 클래스 개설 20만원

아동지원

식수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선교지원

전체 선물 아이템 및 

추천 후원금

특별히 사
랑과 감사

를 표현하
고 싶은 분

의

성함을 넣
어 기념카

드를 발송
해 드려요

!
A Gift

in your
Honor

(선택사항)기념카드 발송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 

기념 카드를 받으실 분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카테고리 : 아동 / 의료 / 생계 / 식수 / 선교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빈곤가정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면 이처럼 부족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에 식수필터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과 함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식수필터 지원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빈곤가정이 

안전하지 않은 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면 이처럼 부족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에 식수필터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과 함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식수필터 지원

우물지원사업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마을에 우물 지원하기

추천 후원금

우물 1개 건축 1200 만원

식수개선사업

우물개선, 빗물 저장 시스템 설치, 

수로개선, 위생교육 지원하기

추천 후원금 

8 만원

 

우물파기 일부 지원 3 만원

식수지원 

한 가정당 식수필터 1개10만원
추천 후원금

지속적으로 알을 낳는 닭은 매우 큰 생계 수단입니다.

도움을 받은 가정은 보드라운 병아리를 볼 때마다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겁니다!

후원자님의 나눔으로 가난한 한 가정에 12마리의 병아리가 제공됩니다. 

성장한 닭들은 2,000개 이상의 알을 생산하고 식재료가 됩니다.

또한, 시장에 달걀을 판매하면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에게 힘이 되는

병아리 기부

취약여성역량강화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직업기술훈련 

등으로 자립의 기회를 선물하기

위기가정 식량지원

전쟁, 재난 피해 위기 가정에 

한달치 식량 지원하기

추천 후원금  

     한 가정 한 달치 식량 비용 5 만원

생계지원

병아리 12마리 2만원
추천 후원금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빈곤가정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면 이처럼 부족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에 식수필터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과 함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식수필터 지원
우간다 소년 데오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생명이 위급한 세 살 

아기였습니다.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 덕분에 데오는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돌봄교회와 돌봄가정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오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위한 여행 경비는 1인당 약 250만원 상당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기부를 통해 수술 이후 

필요한 치료제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심장수술 후원

선교병원후원
의료장비, 기술, 의료인, 약품 등을 

선교병원에 지원하기

긴급의료지원

전 세계 재난, 질병 위기 상황에서 

긴급의료 지원하기 

추천 후원금 

환자 한 명의 하루 치료비 8 만원

의료지원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빈곤가정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면 이처럼 부족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에 식수필터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과 함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식수필터 지원
성경의 에스더 왕후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모두 죽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삼촌 모르드개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훗날 왕후가 

되어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후원자님이 혼자가 된 아이들을 위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20개국 이상의 고아원에서 후원자님들의 나눔으로 

고아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공급,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됩니다.

고아 양육을 위한 

함께돌봄

위기아동지원

취약아동에게 피난처와 보호, 

성경적 상담 제공하기

빈곤아동을 위한 
한 끼의 식사 지원

가난으로 배고픈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점심식사 선물하기

추천 후원금 

한 아동 한달 점심식사 비용3 만원

아동지원

추천 후원금 

8 만원

배고픈 아기에게 
영양가득 식사를
빈곤가정 아기에게 

영양 가득한 식사를 선물하기

추천 후원금  

영유아 한 명 한 달 식사비5 만원

엄마랑 아가랑 
행복돌봄

취약가정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양육 지원하기

추천 후원금 

10 만원

아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는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를 통해 

‘가장 위대한 여정‘ 제자양육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후원자님의 후원금 1만원은 ‘가장 위대한 여정’ 

프로그램 및 교사훈련 교재와 성경을 준비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정기후원을 통해 더욱 많은 어린이들에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자양육 
프로그램

성경책 선물하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책과 신앙서적 선물하기

OCC 선물상자 보내기

미전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상자 보내기

추천 후원금 

 2 만원 추천 후원금 

 월 1 만원

어린양 인형 선물하기

복음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멜로디 어린양 인형 선물하기

선교지원

추천 후원금 

어린양 인형 4개 1 만원

추천 후원금

5 만원

생명을 살리는 수술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의료진 파견하기

추천 후원금 

40 만원

생명을 살리는 
의료장비지원
의료선교 협력병원에 

의료장비 지원하기

추천 후원금 

3 만원

추천 후원금 

3 만원

정기기부

추천

아이랑

함께

아이랑

함께

아이랑

함께

추천 후원금

 5만원

정기기부

추천

한 클래스 개설 비용 

20만원

아이랑

함께

* "아이랑 함께" 후원항목은 아이들과 함께 후원하기를 추천하는 선물입니다. 

            자녀, 조카, 교회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정기기부

추천
*  정기기부로 추천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일시기부도 가능합니다.추천 후원금 

 5 만원

정기기부

추천

정기기부

추천

정기기부

추천

모든 후원은 

정기기부와 일시기부가 가능합니다. 

추천후원금과 다른 금액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후원금
월 2 만원

 

정기후원   월1 만원

정기기부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