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개인 혹은 그룹으로 편지 쓰는 경우
방법: 편지 쓸 형제 혹은 자매를 선택합니다. → 그 형제자매의 사진이 있는 편지함에 있는 프로파일을
꺼냅니다. → 프로파일에서 가장 먼저 사역안내설명서를 읽습니다. → 형제/자매의 정보를 읽습니다. →
뒷장에 있는 현지어 예문을 참고하여 편지/카드를 씁니다.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 편
지/카드를 봉투에 넣습니다. → 보내는 사람에 본인의 이름을 씁니다. → 각 프로파일에 적힌 수취인
주소를 씁니다. → 우체국에 가서 창구에서 보내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보내도록 합니다. (보내는 우표
값은 장당 1,000원(평균 국제우편비용) 내외가 소비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우리와 한 몸 된 형제/자매의 정보를 출석 교회
모임이나 게시판에 알리고, 편지 써서 함께 보내는 기회를 함께 나눕니다. (편지를 쓴 후에 편지와 우
송비 1,000원을 함께 VOMK로 보내도 되고, 직접 보내도 됩니다.) 담당자에게 수감자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합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편지를 쓰는 경우
위의 과정과 같이 편지를 쓰고 난 후 봉투는 풀로 붙이지 않고, 우표 값 1,000원을 봉투에 넣어 주세
요. → 완성된 편지와 봉투를 해당 형제/자매의 사진이 부착된 편지함에 넣어주세요.

편지 쓸 때의 주의 사항
1. 정보의 출처나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같은 단체 이름을 언급하면 안됩니다. 개인의 이름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감자가 외부의 개인에게 편지/카드를 받는 것은 위험하지 않으나, 단
체 이름이 언급되면, 수감자들이 ‘외국 단체’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더 가혹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감자들이 사는 나라나 정부, 또는 그 나라의 정치적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편지는 영적인 격려나 위로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편지봉투 쓰는 방법 (보내는 사람 홍길동, 받는 사람 Mussie Eyob인 인 경우)

(성을 제외한 이름만 써주세요.)

(상세한 주소를 포함하지 마세요.)
이름(풀네임)
감옥이름(주소)

국가명

편지 쓰는 방법
1) 편지 내용 예문에서 쓰고자 하는 문장을 고른

후 가위로 오립니다.

2) 편지지에 잘 배열하여 올려놓습니다. (글이 섞
이거나 거꾸로 뒤집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풀칠하여 붙인 후 꾸며서 완성합니다.

4) 편지 봉투에 넣어 잘 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