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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이옌 태풍으로 인해 피해입은 
이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습니다!

www.worldvision.org/korean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 57:1)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

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인되시는 예수그리스도

를  따르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 국제협력 기

관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인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

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이다.

 동봉된 금액$_______을 통해 월드비전의 재난 구호 

사업에 동참합니다.   

교회의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수취인 란에 World Vision이라고 기입해 주세요.

Church name  교회 이름 Senior pastor  담임 목사

Address  주소 

City  시 State  주 ZIP  우편번호

Phone  전화번호 Email  이메일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 자연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아래 양식을 사용하셔서 
한 번의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 교회에서 혹은 
성도님들이 필리핀의 
아동에게 지속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동결연후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866.625.1950으로 
전화해 주세요.

Richard Stearns
리치 스턴스, 월드비전 US 회장 

World Vision
PO Box 70090
Tacoma, WA 
9847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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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 AlertNet

SOURCE 2091373
LANGUAGE Korean

CLASS Korean

PLEASE FILL OUT THIS FORM IN ENGLISH.

친애하는 목사님,

11월 8일, 역사상 최강의 태풍으로 꼽히는 하이옌 태풍이 필리핀

을 강타 했습니다. 2천5백만명의 필리핀 주민이 피해를 본 것으

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필리핀은 비사야 중부와 동부에 

긴급 구호를 통해 음식, 위생용품, 쉼터, 아동보호 프로그램등의 

구호용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이들을 돕는 

일에 함께해  주셔야합니다.

월드비전 마닐라의 미니 포르탈레스는 “작년에 1,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21만 6천 

가구를 파괴한 보파 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었어요.”, “큰 손해를 입은 지역들의 

보고를 기다리면서 예상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라며 걱정을 나타냅니다.

하이옌 태풍이 오기 전 일어난 보홀 지진으로 인해 월드비전은 이미 7천 가족에게 

구호용품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텐트에 살고 있던 많은 난민 가족들은 폭풍 

접근으로 인해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

는 도중이었던 가족들이 이 태풍으로 인해 또다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

고 보홀에서 월드비전 긴급 통신 전문가 아론 아스피는 말합니다.

목사님의 교회에서 보내시는 기금은 피해자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