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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기도달력) 신청 방법

1. 온라인(vomkorea.com) 신청

2. 사무실(02-2065-0703)로 전화
하여 신청

3. 문자(010-3151-2065)로 신청:
수령자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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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무슬림들에게 
성경 5,000권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최전방 사역자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도록

북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14명의 벵골족 기독교인

을 위해

가족에게 매맞고 쫓겨나도 
새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쿠르드족 가정교회의 
성장과 성경 배포를 위해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의 
평안과 보고, 필요를 위해 

말라가시족 공화국 기독교
인들이 코모로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소말리아 기독교인의 자녀
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굳건하도록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새신자들이 훈련받고 
믿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사역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도록

최고 지도자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독교인이 된 후 
강제로 출국당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믿음 때문에 친척에게 구타
당한 두 난민을 위해

말씀을 전했다가 청중에게 
핍박받은 바시르를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워주시기를 

모든 성도가 개인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폭탄 테러 피해자 
페니가 힘든 상황에서도 

잘 치료받도록 

추방된 외국인 사역자들을 
대신할 교회 지도자들이 

생기도록

믿음으로 인해 가족에게 
거부당한 젊은 여성을 위해

올해에 성경을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알레포와 북서부 

기독교인들을 위해

에리트레아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역경을 견디며 

강인하고 지혜로워지기를

반자라족을 전도하는 
남부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지난해 급증한 폭력이 
감소하도록

성경을 몰디브어로 번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북부 기독교인들이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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