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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증

부르키나파소에서�기독교인 �만�명이 IS와�알카에다의�폭력으로�인해�집에
서�내쫓기고�말았습니다. (�쪽�참조)

이�극심한�핍박�속에서, 많은�기독교인�가정이�가장�귀하게�여기던�재산인 
성경을�잃어버리게�되었습니다. 현재�이�기독교인들은�자기�가정을�위해서
만이�아니라�아직�구원을�받지�못한�이웃들과�나누기�위한�목적으로도 성경
을�요청하고�있습니다.  
순교자의�소리는�부르키나파소�현지�교회�지도자들과�동역하면서�각�가정

에�성경을�두�권씩�나눠주고�있습니다. 한�권은 그 가정을�위한�것이고, 다른 
한�권은�전도를�위한�것입니다. 우리의�목표는�총 �,���권의�성경을�인쇄하
여�배포하는�것입니다!
핍박받는�부르키나파소의�기독교�가정에�그들의�모국어로�된�성경을�보냄

으로써�그들과�한몸을�이룰�수�있습니다!   

�만�원으로�성경 �권을,  
��만�원으로�성경 ��권을, 
��만�원으로�성경 ��권을, 

���만�원으로�성경 ��권을�보낼�수�있습니다!  

이�귀한�사역에�동역하고자�하는�한국�교회나�성도님은�아래�두�가지�방법�중 
하나를�이용하여 �월 ��일까지�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 한국 VOM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 계좌이체: 국민은행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본인�성명�옆에 ̒ 성경’이라고�표기해�주세요.     
     그렇지�않으면�일반�후원금으로�사용됩니다.) SCAN  ME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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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삼일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인도할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 때문에 거주 중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성도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도록

이슬람교에서 개종하여 
핍박의 표적이 된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엄격한 규제에도 
성도들이 모일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파괴된 학교가 다시 
세워지도록 

SNS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성탄절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도록 

투아레그족에게 성경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디오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골 지역 성도들이 올해 
개인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슬림이 대다수인 
외딴 지역에서도 

성경을 구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바레인 전역의 
국민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주시기를

게릴라 집단에 
살해된 목회자의 

남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성경을 구하기 어렵고 
소유하면 위험하지만,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독교인 가족을 핍박하는 
무슬림이 예수님 사랑에 

감동하도록

지역사회에서 거부당한 
기독교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메시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벌금과 투옥의 위협에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적으로 교제하고 
훈련받는 데 힘쓰도록  

리준차이 목사가 감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히도록

최근 정치적 변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목회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신앙 때문에 갇힌 
기독교인들이 다른 성도들의 
기도로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을 찾는 쿠웨이트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가지도록

사회적 억압에도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기독교 미디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더 전파되도록

믿음 때문에 투옥된 
목회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케냐  베트남  리비아  지부티

 타지키스탄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카타르  니제르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바레인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스리랑카

   
         

 이스라엘  브루나이   쿠바

     

 중국  수단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튀니지  코모로  아랍에미리트  미얀마  레바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