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선물상자를

전 세계로 보내주세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상자 보내는 방법https://samaritanspurse.or.kr/occ
Tel. 02-2105-1800

OCC 선물상자 수집 주간

11월 셋째 주 

사역의 열매

2020년도에 전 세계 
110개 나라의 9백 1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OCC 선물상자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2020년도에 350만 명 아이들이 
“가장 위대한 여정”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습니다.

제자 양육 교재는 
총 86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물상자를 보내는 
11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프랭클린 그래함, 사마리안퍼스 회장

그리고 그 일을 선물상자를 통해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물과 더불어 기도로 가득 채운

선물상자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선물상자를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줄 편지도 잊지 말고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선물상자 외에도 
2만 원의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선물상자 수집

검수 및 재포장

해외배송
현지 교회 사역자 교육

제자 양육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선물상자에 후원자님의 마음을 
담아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OCC 선물상자를 채울 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복음이 함께 전달됩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선물상자는 제자 양육과 성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줍니다.

선물상자를 받은 후 아이들은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12주 제자훈련 과정에 초청을 받아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 세계적인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 물품

*�유통기한 있는 물건�|�음식, 사탕, 비누, 치약 등

*�다른 물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액체, 로션, 유리, 중고품 등

*�위험성 있는 물건�|��날카로운 물건, 전쟁 관련된 장난감, 현금,  
의약품, 비타민 등

• 축구공과 펌프
• 인형
• 신발 

“와우(WOW)” 물품

• 장난감 자동차
• 줄넘기 줄
• 요요
•  불이 들어오거나 소리를 내는 장난감 (여분의 건전지 포함)

장난감 

• 칫솔
• 고체 비누
• 때 수건
• 빗

액체를 제외한 위생용품

• 볼펜, 연필, 
  연필깎이, 크레용, 마커
• 공책과 종이
• 그림 그리기 책
• 태양열 계산기 

학교 용품

• 양말 
• 선글라스
• 목걸이, 시계
• 손전등 (여분의 건전지 포함) 

악세사리 

대상 선택하기

선물 받을 어린이의 나이와 성별을 
정하세요. (만 2-4세,  5-9세, 10-14세)

OCC 선물상자

OCC 선물상자는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나 단체를 통해서 구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상자와 비슷한 상자를 개인적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선물상자 채우기

OCC 선물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이 깜짝 놀랄 만큼 좋아할 
선물(예를 들면, 인형, 축구공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자 속 남은 공간도 장난감, 위생용품, 학용품 등으로 
자유롭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선물 받을 어린이를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한 후, 따뜻한 손 편지와 보내는
분의 사진도 함께 넣어 주세요.

후원하기

배송 및 제자 양육 프로그램의 운영비로 2만 원의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아직 후원하지 않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OCC 선물상자 보내기

준비된 선물상자는 OCC 수집 주간인 11월 셋째 주까지 
참여 교회나 단체로, 혹은 지정된 장소로 보내주시거나 
물류창고로 직접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www.samaritanspurse.or.kr/occ
OCC�사역에�대해�더�알고�싶은�분은

QR코드를�통해�홈페이지를�확인하세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이것이�OCC�사역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 사마리안퍼스 회장,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OCC(Operation Christmas Child)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상자 보내는 방법

선물상자 추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