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요청

북한 어린이 볼웃음 프로젝트

고려인 회복 프로젝트

북한 어린이 1명에게 빵과 두유를 1달 동안(25일)

한글 교육으로 민족의 언어를 찾아주며, 지역에서

공급하고 미소를 다시 찾게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고려인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준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North Korean Children smile Project

Request for sponsorship

지원함으로써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It is a project that allows one North Korean child to
feed bread and soy milk (25 days) for a month and

supply nutritious food to growing children and find
their smile again.

Koryoin (Korean-Russian) restoration Project

자립할 수 있는 기술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It is a project to find the native language by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prepare for the healthy growth of Korean
society by creating jobs through skills training that can be
self-reliant from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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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다음세대를 기억하며
사랑을 전하는 생명선
Remembering the nation and the next generation
Life line to deliver love

테바 공동체는 The Tebah community is . . .

비영리단체로서 한민족(북한, 고려인, 조선족)을 돕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지역의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며 자립하도록 도와 새로운 공동체
(New community)를 이루도록 합니다.

Established as a non profit organization to help and
support Korean minorities (North Korean, Koryoin
(Korean-Russian), Korean-Chinese)

테바가 하는 일 What Tebah does a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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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회복
프로젝트

고려인 회복
프로젝트

North Korean

Koryoin (Korean-Russian)

restoration project

restoration project

3
New Korea Movement

비전트립
Vision Trip

다른 사람의 삶에 햇볕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햇빛이 비친다.

Those who bring sunshine to the lives of others cannot keep it from themselves. - Sir James M. Barrie 제임스 M. 배리 경

북한회복
프로젝트

North Restoration
Project

북한 아동지원 사업

아동 급식지원(빵, 두유)

아동 생활지원(학용품, 의류, 의약품)
지역 탁아소 및 유치원 운영
지역 어린이 진료소 운영

고려인회복
프로젝트

Koryoin(Korean-Russian)
Restoration Project

지역 개발 사업

교육 지원
한글학교

문화학교 개설 운영
청소년 장학지원

Global

Leadership

사회 재활지원
리더십 훈련

복지 지원

가정 생활지원 / 의료지원

노인 급식지원(FOOD BANK)

지역 농촌인프라 구축
지역 공동 식수 개발

Educational support

지역 농축산업 개발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ultural school

농어촌 물류 유통업 개발

Youth scholarship support

Senior food and meal support (FOOD BANK)

North Korean Child support Project

Welfare support

농기구 임대 및 정비 수리장 운영

Family support / Medical support

Child food and meal support

Global Leadership

Child life support

Social rehabilitation support

Local childcare and kindergarten operation

Leadership training

Local child clinic operatio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Establishment of local rural infrastructure
Community drinking water development

Regional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development

Developement of distribution industry for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

Operation of hire and maintenance of farm
equipment

통일비전트립

New Korea Movement (VISION TRIP)

: 러시아 연해주지역, 조중러 국경지역 고려인 정착촌 탐방.

독립운동사와 고려인의 이주와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바로 보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We will be able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the unified Korea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Koryoin migrants and their suffer to learn right history, and the
visit of the Koryoin settlement area and understand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북한 아이들에게 보내는 생명의 빵

BREAD
OF LIFE
To the Children of North Korea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10:42)
“And if anyone gives even a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is my disciple, truly I tell you, that
person will certainly not lose their reward.”
- Matthew 10:42

10불의 기적

후원계좌 Donation Account

UniBank Routing # :

The $10 Miracle

기도제목 Prayer Point

어린 한 생명에게 한달동안 매일 빵 1개,
두유 1잔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빵 후원 작정서 Donate Bread of Life

구좌 매월 10$ (Every Month)

기타 : 매월

전화 Phone

Account # :

1 1907년 부흥의 불길이 그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좌 매월 20$ (Every Month)

불 구좌 One gift of $

후원자 Donor
Email

125108861

2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

A roll of bread and a cup of soy milk every day for
a month saving the life of a child in North Korea.

21015954 Tebah USA

For the spiritual revival in North Korea

For our missionaries’ s safety

3 빵과 두유공급을 위한 재정후원을 위해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bread and soy-milk sup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