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우십시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ww.presbyterianwomen.org / 
             감사합니다.

2019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2–13



카메룬, Making Blood Available for Transfusion in Obstetric Units South Atlantic 대회, Food for Thought

가나와 Northeast 대회, Ghana Maternity Ward Partnership Iowa WINS, Immigrant Neighbors in Need

마다가스카, Mamonjy Project Firelands Presbyterian Church, Now I Lay Me Down to Sleep



동역자 여러분,

함께 감사합시다!

1988년 이후로 장로교 여성(PW)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감사헌금을 통해 우리는 교육, 안전한 주거지, 음식, 깨끗한 물, 의료, 그 밖의 여러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왔습니다.  

올해 선정된 18개 사역이 잘 추진되고, 축하하기 위해 감사헌금에 동참하도록 여러분 지역 장로교 여성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에는 아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 2019년 수혜 기관 소개
• 헌금을 위한 예배 순서
• 감사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 웹사이트에 있는 장로교 여성 자료들을 찾는 방법 
• 11” x 17” 크기의 포스터 혹은 식탁 매트(placemat)
• 홍보지

홍보를 위한 자료들이 더 필요하면,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로 가셔서 주보 표지, 주보 삽입지, 비디오를 
다운 받으십시오. 헌금 봉투, 포스터, 식탁 매트 등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교 여성 기관지 호라이즌스(Horizons) 7-8월 호는 감사헌금 수혜 기관들과 헌신예배 순서를 수록할 것입니다.  
호라이즌스 구독을 원하시면  866/802-3635로 전화하시거나 www.pcusa.org/horizons 에서 온라인판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여러분 노회 PW 재무부장에게 보내시거나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www.

presbyterianwomen.org/give로 보내십시오.       

감사헌금과 장로교 여성을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창조 사역부 헌금 위원회(Creative Ministries Offering Committee),
미국장로교 장로교 여성

2019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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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엘리자 
클로키(Eliza Clokey)는 북장로교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 여성들이 여선교회
(the Women’s General Missionary 

Society)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 
외에 1달러씩 더 헌금할 것을 강조
하며, 1888년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여성들은 클로키의 제안에 응
답하며 “자신의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렸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
해 수십 만 달러를 바쳤습니다.

2019년 2월, 장로교 여성 창조 사역
부 헌금 위원회(the Creative Minis-

tries Offering Committee of Presby-

terian Women)는 몇 개월 동안 그랜
트 지원서들을 읽고 비디오 컨퍼런
스로 토론을 했습니다. 75개 신청서
들 중에 18개 기관을 지원하기로 결
정했습니다. 12개는 미국 내에서 하
는 프로젝트였고, 6개는 해외의 것
이었습니다. 감사헌금 내규에 따라 
40% 이상은 의료 사역과 연관된 프
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ALASKA-NORTHWEST 대회
올림피아 (Olympia) 노회
Green Lantern Lunch Program
여름 점심 프로그램  
     (Summer Lunch Program)
$30,000
www.greenlanternlunches.org
북부 해변 지역의 주 산업이었던 목
재와 수산업은 사라지고 서비스 업
종만 남았다. 부모들은 최소 생계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서너 가지 일
을 한다. 받은 헌금은 여름 방학 동
안 집에 머물며 학교에서 급식을 받
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배달 음
식 비용으로 사용된다.

COVENANT 대회
마우미 밸리 (Maumee Valley) 노회
Firelands Presbyterian Church
Now I Lay Me Down to Sleep
$20,000
www.firelandschurch.org
이 사역은 맨 바닥이나 휴대용 의자

에서 잠을 자는 오타와(Ottawa) 카
운티 안의 어려운 가정 어린이들에
게 매달 평균 10개의 침대를 제공한
다. 완성된 침대, 침대보, 베개, 그리
고 책과 책가방이 제공된다.

LAKES AND PRAIRES 대회
동부 아이오아 (East Iowa) 노회
Iowa WINS
Immigrant Neighbors in Need
$20,000
www.firstpresbyonline.org/iowawins
Iowa WINS는 Mount Pleasant 지역
에서 ICE의 가택 수색으로 직접적
인 영향을 받은 가정들을 재정적으
로 후원한다. 이 후원은 국외 추방
의 위협과 함께 재정적 곤경에 처
한 가정들에게 생명줄이다.  감사헌
금은 도움이 필요한 32 가정에게 렌
트, 공과금과 법무 비용을 지원하며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LINCOLN TRAILS 대회
남동부 일리노이  
     (Southeastern Illinois) 노회

2019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그랜트 수혜 기관들

Green Lantern Lunch Program, 여름 점심 프로그램  
     (Summer Lunch Program)

Fit-2-Serve, Community Bridges: Acces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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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2-Serve
Community Bridges: Access for All
$25,000
www.fit-2-serve.net 
Fit-2-Serve 어린이와 연장자 사이
에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돕고 공동
체를 형성하도록 세대간 실험적 학
습을 경험하게 한다. 헌금은 장애자 
화장실, 승강기(lift), ADA 승인 입구
를 만들어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LIVING WATERS 대회
미드 켄터키 (Mid-Kentucky) 노회
Center for Women and Gender Studies
Katie Geneva Cannon Legacy Memorial 
     Conference
$16,200
The Center for Women and Gender 

Studies는 구조적 여성 억압과 차별
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였고, 권리를 
박탈당한 인종, 신분과 성의 권익 
회복을 위한 네트웍을 형성한다. 이 
그랜트는 Katie Geneva Cannon 목
사의 삶과 사역을 재조명하며, 그녀
의 획기적인 사역의 혜택을 입은 여
성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MID-AMERICA 대회
가이딩스-러브조이  
     (Giddings-Lovejoy) 노회
Room at the Inn
Homeless Client Safety Upgrades
$24,250
www.roomstl.org
Room at the Inn는 자동차나 공원, 
버려진 건물에서 지내는 가정들을 
돕는다. 그들은 최대 30일 동안 머
물며 필요가 무엇인지, 목표 설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 거주지 찾기, 
구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
움을 받는다. 감사헌금은 Room at 

the Inn’s의 무숙자들을 위해 꼭 필
요한 오래된 물품들을 바꾸는데 사
용된다. 

MID-AMERICA 대회
하트랜드 (Heartland) 노회
Arab Christian Fellowship
Walking Together
$25,000
www.arabchurchkc.org
많은 이민자들과 난민자들은 그들
의 새로운 미국 사회에서 언어 습득, 
취직, 고향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 Walking Together는 새로 도착한 
가정들, 주로 안전과 새로운 삶의 

터를 찾아 온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다. 이 그랜트는 급한 필요인 음식, 
옷, 공공요금, 영어 공부, 취직을 돕
는데 사용된다.

MID-ATLANTIC 대회
웨스턴 노스캐롤라이나  
     (Western North Carolina) 노회
Loving Food Resources
Food Pantry Renovation
$31,500
https://lovingfood.org/
Loving Food Resources 는 HIV/

AID 혹은 다른 질병으로 자택 치료
를 받는 애팔래치아 지역 거주민들
에게 음식, 의료, 생필품을 제공하
는  food pantry다. 그런데 자원 봉
사자들이 물품 박스들을 싣고 내리
는 곳이 불편하고 위험하다. 이 그
랜트는 안전한 새 적재 플랫폼을 만
들고, 물품 창고를 확대하는데 사용
될 것이다.

THE PACIFIC 대회
캐시케이드 (Cascades) 노회
Kenilworth Community Preschool
Outlast Outdoor Block Set
$8,125
www.kenilworthcps.org

Arab Christian Fellowship, Walking Together Loving Food Resources, Food Pantry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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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동 프리스쿨은 놀이와 자율적 
발견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취한다. 
감사헌금은 Outlast Blocks를 구입
하는데 사용된다. 견고하게 만들어
진 블록들은 협동 증진, 언어 개발, 
근육 발달,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원
리를 이용한 실험을 하도록 어린이
들에 의해 지도되고 창의적인 활동
을 하게 하는 학습을 하도록 도와
준다.

ROCKY MOUNTAINS 대회
글레이셔 (Glacier) 노회
Missoula Food Bank and Community
     Center
Nutrition for Healthier Futures: 
     Kids EmPower Pack
$20,000
www.missoulafoodbank.org
충분치 못한 음식을 먹고 사는 어
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건
강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함으
로써 곧바로 증진될 수 있다. Kids 

EmPower Pack은 학교를 떠나 지속
적인 굶주림을 경험하는 몬타나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헌
금은 food bank에 대기 중인 어린이
와 새로 가입한 4개 시골 학교 어린

이들에게 2019-2020년 학기에 중에 
음식을 제공하게 해준다.

SOUTH ATLANTIC 대회
풋힐 (Foothills) 노회
Cancer Association of Anderson
Food for Thought
$8,750
www.cancerassociationofanderson.org
이 새 프로그램은 건강한 생활방식
과 암 예방을 위해 가족 친화적이고 
재미있는 양방향식으로 참석자들
을 교육시킨다. 그랜트로 연장자 운
동반, 건강을 위한 의자 요가, 스트
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가짐과 호흡, 
건강식 재료와 맛보기, 직접 찾아가
는 이동 유방암 검진 차량(Mobile 

Mammogram Coach)을 제공하게 된
다.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 대회
로스 란쵸스 (Los Ranchos) 노회
Agape Fish Fund
Food as Medicine
$10,000
www.agapefish.org
이 프로젝트는 웨스트민스터, 캘리

포니아 지역 저소득이며 양식 부족
으로 당뇨에 시달리는 베트남 가정
들에 육체적 영적 안녕을 향상시킨
다. 그랜트를 통해 당뇨 관리 훈련, 
요리 시범, 건강식으로 혈당 수준 증
진을 시키는 자가 훈련을 돕고, 지
역 베트남 교회 자원 봉사자들의 후
속 조치를 통해 책임의식과 공동체
를 형성한다.

해외
카메룬 
카메룬 장로교회
Making Blood Available for 
Transfusion in Obstetric Units
$21,600
www.pcc.cm
카메룬 농촌 보건 시설의 임산부과
는 임부와 산후 환자를 돌보는 기
구, 의약품, 응급 해산 도구들이 충
분치 않다. 이 그랜트는 현대식 혈
액 은행을 만들고, 이틀 동안 실험
실 직원, 간호사, 산파, 산부인과 의
사, 일반 의사들의 훈련 workshop

을 하고, 발전기를 구입하는데 사용
될 것이다.

Kenilworth Community Preschool, Outlast Outdoor Block Set Agape Fish Fund, Food as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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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민주 공화국
Institut Medical Chretien du Kasai
Well for PAX Clinic
$20,000
www.imck.org
PAX는 여성 의료 센터로서 콩고 
장로교회와 콩고 메노나이트교회
의 협력 선교로 운영된다. 센터의 
마실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감
사헌금은 우물을 파는데 사용될 것
이다. 인근 주민은 물론 임산부와 
갓난 아기들은 수질오염 질병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병원 위생을 증
진시키고 식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
게 된다.

도미니칸 공화국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of the Evangelical Dominican
     Church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amp
$21,500
이 전국 캠프에서는 집회와work-
shops, 수련회, 여름 캠프같은 기독
교 교육 활동을 개최한다. 받게 될 
기금은 새로운 장비와 가구 구입, 
건물 벽과 지붕 수리, 캠프의 서비
스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가나와 NORTHEAST 대회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of 
     Ghana and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Fairfield, Connecticut
Ghana Maternity Ward Partnership
$40,000
www.epchurchghana.org
지역 지도자들은 좀더 많은 여성들
을 돕기 위해 Dzemeni 진료소 분만
실의 필요와 외래 환자 진찰실의 혼
잡을 줄이고, 감염과 사망률을 줄이
고, 치유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의 필요를 보았다. 가나의 태아와 
산모 사망률은 심각한 문제로 이 새
로운 분만실은 신생아와 산모의 생
명을 구할 것이며 향후 수십 년 동
안 Dzemeni  지역과 인근에 사는 수
천명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다.

마다가스카 
The Church of Jesus Christ in 
     Madagascar Chaplaincy to
     Marginalized People
Mamonjy Project
$9,887
http://www.fjkm.mg
이 프로젝트는 위험 신호를 식별하
고 위험한 취직 제안을 거부하도록 

사람들을 교육시켜 인신매매를 방
지한다. 이 그랜트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정보 자료를 배포하고 훈련 
자료를 만들게 해 줄 것이다. 우선 
이 자료들은 교회 라디오 방송, 신
문을 통해 전해질 것이며, 인신매매
에 가정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모
임에서 발표될 것이다.

잠비아   
Church of Central Africa Presbyterian, 
     Synod of Zambia Health Department
Cervical Cancer Prevention
$40,000
http://ccapzambia.org
잠비아 동부 주의 Lundazi District

에는 적어도 9만 명의 여성이 임신 
적령기에 있다. 그러나 그중  7천 70
명 만이 자궁 경부암(cervical cancer) 
검사를 받았다. 여성들은 잘못된 정
보로 인한 두려움과 먼 거리에 있는 
진료소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한다. 
감사헌금을 통해 간호사들은 분기
별로 농촌 건강 센터와 잠비아 전역
의CCAP교회 수천명의 여성들을 찾
아가 교육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두
려움을 완화시킬 것이다.

콩고 민주 공화국, PAX Clinic 잠비아, Cervical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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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헌신예배

토니 스파이스 (Toni Spieth)

2019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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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점화
인도자:        그리스도의 촛불에 점화하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촛불에 점화)

예배로 부름
이사야12:4–6로부터
인도자:   거룩하신 주님, 이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드립니다.
회중:       주님이 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합니다.
인도자:   주를 찬송할 것은 주께서 온 

땅에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회중:       오늘 크게 소리 높여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  
– Korean hymnal 

말씀 묵상
예레미야 본문 말씀은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그 
곳에서 70년을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새 집에 
정착해서 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과 복된 
삶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결과는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미래를 
위해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봐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흥하게 
되지만  그들의 생애에서 회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그랜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장로교 여성 창조 사역부 헌금 위원회는 
2019년 2월 모임을 갖고 1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을 주제로 택한 이유는 장래의 소망과 
치유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과 동시에, 지금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너무 뿌리 깊고 거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으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사역을 성취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생전에 굶주림, 
노숙자, 두려움과 아픔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찬송
“예수 따라가며”, #377 – Korean Hymnal

헌신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
먹을 것, 잠자리, 지식, 기술, 친구, 
사랑—를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질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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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식과 안전과 사랑을 공급 받을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으로 의료 혜택, 직업 훈련, 안전한 
집을 공급 받을 여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택 돌봄, 차편 제공, 정원, 
삶의 소망 등 이 헌금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영향을 끼치도록 이 감사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기도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아와 주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맘 다해 주께 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소망을 둡니다. 
주의 소망과 치유를 세상에 전할 때,  
     오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리스도의 촛불을 끈다.)

토니 스파이스는 Mid-America 대회 대표로 

장로교 여성 전국 운영위원회(The Churchwide 

Coordinating Team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8



감사헌금 홍보

여러분의 장로교 여성회에서
•      주보 표지나 주보 삽입지를 무료로 다운 받으려면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      포스터나 식탁 매트 주문은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      감사헌금 홍보 비디오는 PW YouTube channel www.youtube.com/presbyterianwomen 에 있습니다.
•      가을 모임에서 프레센테이션을 하십시오.
•      정기 모임이 없다면, 추수감사절 즈음해서 헌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     전체 회중 앞에서 감사헌금을 홍보해 주십시오!
 o 당회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o  예배 중 감사헌금에 관한 광고를 하셔서 헌금 봉투에 “PW 감사헌금”이라 메모를 하도록 하거나 

www.presbyterianwomen.org/give에서 온라인 헌금을 하도록 하십시오.
 o  감사헌금 주보 표지를 예배 주보로 사용하시고 감사헌금 삽입지도 넣으십시오. 
 o  교회 뉴스에 감사헌금과 그 헌금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홍보하십시오. 

이 소책자의 예를 사용하십시오. 
 o  적당한 곳에 감사헌금 포스터를 붙이십시오. 
 o  추수감사절 만찬같은 특별 행사를 개최해 헌금을 받으시고, 감사헌금 포스터와 식탁 매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회나 대회에서 
•      감사헌금에 대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포함시키십시오. 
•      지역 장로교 여성회가 참여하도록 특별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가을 노회 모임에서 감사헌금을 소개하십시오.
•      여러분 지역에서 감사헌금을 받았던 기관을 초청해 발표하게 하십시오(PW의 Mission Associate은 

cheri.harper@pcusa.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      감사헌금 포스터나 식탁 매트를 대회나 노회 모임 식사 때 사용하십시오. 

모두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최신 연락처를 갖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노회, 대회의 재정부장이나 회장같은 리더가 
바뀌었으면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메일이 바뀌었으면 patricia.longfellow@pcusa.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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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여성의 감사헌금을 후원하는 방법 

그룹에서 헌금할 때 
          전통적으로 그룹이나 장로교 여성 회원들이 현금이나 수표로 감사헌금 

선교를 해왔습니다. 이 헌금을 위한 헌금 봉투는 25개씩 들어간 박스로 
Presbyterian Distribution Service (PDS)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은 800/524-2612 로 전화하셔서  item PWR10479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회 내 장로교 여성 재정부장은 여성회나 교회의 감사헌금을 받아 노회 장로교 여성 재정부장에게 2019년 
12월 10일까지 헌금을 보내 주십시오.

노회 내 장로교 여성 재정부장은 노회 각 교회의 감사헌금을 노회의 분기별 후원금과 함께 Presbyterian 

Women Remittance Processing, PO Box 643652, Pittsburgh, PA 15264-3652로 2019년 12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송금 용지(remittance form)를 원하시면 Rhonda Martin (Rhonda.Martin@pcusa.org)에게 
연락하십시오.

개인 헌금 
            여러분이 장로교 여성 그룹 밖에서 내거나 

그룹에서 함께 내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더 
헌금하기를 원하신다면, PDS에서 개인용 헌금 
봉투를 무료로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여러분의 노회와 대회 이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쓰셔서 노회나 대회가 크레딧을 
받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개인) 헌금 
봉투를 받기 원하시면 800/524-2612로 

전화하시고, item PWR16456라 말씀하십시오. 팁: 이 봉투를 다른 교인들에게도 나눠 주셔서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라인 헌금
   온라인 헌금은 www.presbyterianwomen.org/give 로 하십시오 

그 밖의 헌금 방법
개인용 헌금 봉투의 연락처 아래 난에 체크해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유산 헌금(estate gift)을 감사헌금으로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PW Mission Associate(cheri.harper@pcusa.org)에게 이메일을 
하셔도 됩니다.

이 소책자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800/524-2612로 전화하셔서 item PWR19475를 
주문하시거나,  www.presbyterianwomen.org/thank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복 받으신 만큼 넉넉하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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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여성 감사헌금2019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2–13



Promo Code To19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2019

Resources for Promoting the Thank Offering

Item

July/August Horizons magazine

Promotional booklet*
 Booklet includes a poster/placemat, invitation letter, dedication service, 
recipients list, ideas to support the Thank Offering, and more.

Group giving envelope (pkg. of 25)
 Traditionally used in PW circles and congregations

Individual giving envelope (pkg. of 10)
 For those outside PW circles, those who want to give over and above  
their normal offering, those who wish to give with a credit card and  
those who need a receipt for their gift 

Poster/Placemat (11" x 17")
One side is a poster, the other side is a placemat

Coin/bill boxes (pkg. of 10)

Promotional booklet (Spanish and Korean)
Download at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Resource flier
Download at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Bulletin cover (8 1/2" x 14"; pkg. of 20)
Download at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Bulletin insert (one design; two per page)
Download at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Promotional video (English, Spanish, and Korean) 
View on PW’s YouTube channel: www.youtube.com/presbyterianwomen.

Item #

PWR19230

PWR19475

PWR16479 

PWR16456 

PWR19473

PWR07482

download 

download 

download

download

available online

PrIce

$4/copy**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Two Ways to Order from the PW Shop
1. Online: Go to www.presbyterianwomen.org/shop (type “Thank Offering” in the search box). 
2. By phone: Call 800/533-4371.

*Mailed to all PC(USA) congregations, as well as PW moderators in the presbyteries and synods, PW leadership coordinators, members of  
PW’s Board of Directors, presbytery and synod resource centers, Celebration Giving representatives, PW treasurers and members of the  
Creative Ministries Offering Committee.

**Prices do not include shipping and handling (based on weight of order; $5.91 minimum). There are no shipping charges for free/promotional 
offering materials. Order online at www.presbyterianwomen.org/shop or call 800/533-4371, Monday–Friday, 9 am to 5 pm est.



2019 감사헌금 홍보 비디오를 무료로 보시려면PW YouTube 채널: www.youtube.com/presbyterianwomen

로 들어가 시청하십시오. 다른 감사헌금 자료는(추가 홍보 소책자를 포함해) 800/533-4371로 전화 하시거나 
www.presbyterianwomen.org/shop에서 주문하십시오.

감사헌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www.presbyterianwomen.org/thank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9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Presbyterian Women in the PC(USA), Inc.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www.presbyterianwomen.org               PWR19451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