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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염려하
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로, 너희 구할 것
을 감사함으로 하
나님께 아뢰라. 그
리하면 모든 지각
에 뛰어난 하나님
의 평강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
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라이프하우스 머터니티 홈  
(Lifehouse Maternity Home)
키친 레노베이션 (Kitchen Renovation)

올 어바웃 유 어답션스 (All About U Adoptions, Inc.)
너베이어 하우스: 작은 천국  
(Nevaeh House: A little piece of heaven)

연락센
건강 증진 프로젝트  
(Health Care Empower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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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책자에는 아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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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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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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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브넌트 대회
신시내티 노회
연락센
건강 증진 프로젝트 (Health Care Empowerment Project)
$15,000
www.contactcentercincinnati.com

컨택트 센터는 중저소득층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들을 
훈련해 오하이오의 유익한 메디케이드 정책을 옹호하는 핵심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감사 헌금은 20명 내지 30
명의 여성 지도자들을 조직화하고 훈련하는 월례 모임을 지원하게 
된다.

레이크스 앤 프레리스 대회 
사우스 다코타 노회
올 어바웃 유 어답션스 (All About U Adoptions, Inc.)
너베이어 하우스: 작은 천국 (Nevaeh House: A little piece of heaven)
$50,000
www.aauadoptions.org

어바웃 유 어답션스는 신분증명서 미비, 신용 불량, 긍정적 임대 기록 
결여, 무소득으로 인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 감사 헌금 기금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산부들에게 상담 및 
입양 계획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전환할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한다. 

리빙 워터스 대회
미드-켄터키 노회
라이프하우스 머터니티 홈 (Lifehouse Maternity Home)
키친 레노베이션 (Kitchen Renovation)
$27,000
www.lifehouselouisville.org

라이프하우스의 입주자들은 요리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또는 그들 
자신을 위한 음식 선택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곳에 온다. 이 기금으로 부엌을 확장해 
요리 실습 수업, 일일 요리 준비 및 필수 영양소 수업 들의 공간을 
만들어, 산모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이들을 자립할 수 있게 
돕는다. 

2020 장로교 여성부 감사 헌금 

기금 수령자 명단

패밀리 프라미스 오브 웨인 카운티, 뉴욕, Inc. 
(Family Promise of Wayne County, N.Y., Inc.)
데이 리소스 센터 레노베이션  
(Day Resource Center Renovations)

페이스 4 져스티스 (Faith 4 Justice)
외상 교육 사역 (Trauma-informed Ministry)

크로스로우즈 커뮤니티 푸드 네트워크 
(Crossroads Community Food Network)
커뮤니티 키친 인핸스먼츠  
(Community Kitchen Enha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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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애틀랜틱 대회
내셔널 캐피털 노회
크로스로우즈 커뮤니티 푸드 네트워크 (Crossroads Community 
Food Network)
커뮤니티 키친 인핸스먼츠 (Community Kitchen Enhancements)
$25,000
www.crossroadscommunityfoodnetwork.org 

이 커뮤니티 키친은 지역 식품 생산 및 교육을 위한 안식처다. 식품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성은 일대일 기술 상담, 적절한 렌트 공간,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증진시킬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저소득층 이민자 사업가들을 위해 부엌을 확장 및 향상시킨다.

미드-애틀랜틱 대회
 웨스턴 노스 캐롤라이나 노회
페이스 4 져스티스 (Faith 4 Justice)
외상 교육 사역 (Trauma-informed Ministry)  
$20,000
www.faith4justiceasheville.org

페이스 4 져스티스’ (Faith 4 Justice) 사역은 인종 평등에 헌신되어 
있고, 또한 월간 모임, 외상 교육 자료들, 그리고 인종 차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이 이끄는 토론들을 통해 치유하는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 흑인 및 히스패닉계 공동체 지도자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감사 헌금’ 기금은 리더십 계발 훈련, 지역사회 조직, 공공 인식 
증대 등을 지원할 것이다.

노스이스트 대회
제네바 노회
패밀리 프라미스 오브 웨인 카운티, 뉴욕, Inc. (Family Promise of 
Wayne County, NY, Inc.) 
데이 리소스 센터 레노베이션 (Day Resource Center Renovations)
$22,500
http://fpwayne.org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패밀리 프라미스 (Family Promise)는 주거지가 
없는 가족들이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도록 돕고 있다. 지역 
교회들은 교회 건물에 패밀리 프라미스의 고객들을 머무르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소셜 서비스 문제를 도와준다. 이 기금은 Day 
Resource Center 와 야간 비상 시설로 쓰이는 건물을 증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퍼시픽 대회
네바다 노회
노던 네바다 드림 센터 (Northern Nevada Dream Center)
리치 더 헝그리 (Reach the Hungry) 프로젝트
$25,000
https://nndreamcenter.org

이 감사헌금 기금은 14 피트 박스 트럭 구입을 통해, 무료 음식 급식소가 
없는 곳의 주변 지역 및 이웃들에게 직접 음식을 전해줌으로써 개인 및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 지역 사회를 좀더 효과적으로 
섬김으로써, 리치 더 헝그리 (Reach the Hungry) 프로젝트는 더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크리티컬 매스 댄스 컴퍼니  
(Critical Mass Dance Company; CMDC)
댄스  프로그램 (Dance Empowerment Programs)

시다커크 캠프 앤드 컨퍼런스 센터  
(Cedarkirk Camp and Conference Center)
모든 이들을 위한 장소 만들기 

노던 네바다 드림 센터  
(Northern Nevada Dream Center)
리치 더 헝그리 (Reach the Hungry)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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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애틀랜틱 대회
탬파 베이 노회
시다커크 캠프 앤드 컨퍼런스 센터 (Cedarkirk Camp and 
Conference Center)
모든 이들을 위한 장소 만들기 
$27,000
https://cedarkirk.org/
시다커크 (Cedarkirk)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더 편한 시설들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이 기금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시설을 건축하고, 새 환영 센터와 행정업무 공간을 만들며, 성인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건물들을 추가로 더 짓고, 현재의 식당을 새 
모임 공간으로 전환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서던 캘리포니아 앤드 하와이 대회
퍼시픽 노회
크리티컬 매스 댄스 컴퍼니 (Critical Mass Dance Company; CDMC)
댄스  프로그램 (Dance Empowerment Programs)
$12,500
www.criticalmassdancecompany.org
2010년부터 CDMC 는 외상장애 치료를 위한 자유 형식의 운동인 ‘
마음으로 추는 춤’ (Dance from the Heart) 프로그램을 1500 명의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가르쳐 왔다. 이런 형식의 치유 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 나와” 더 큰 은혜, 편함, 기쁨, 지원을 갖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기금은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
마음으로 추는 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 
지역의 댄스 선생님들의 훈련을 지원하게 된다. 

사우스웨스트 대회
산타페 노회
산타페 교구 카톨릭 자선 기관 (Catholic Charities)
청소년 피난민 팀 (Team Refugee Youth)  
$9,000
www.ccasfnm.org
앨버커키 (Albuquerque)에서는 최근 정착한 많은 피난민 중고등 
학생들이 저조한 등교율과 수업 부진을 겪고 있다. 이 기금은 피난민 
청소년들에게 학업 보조를 제시하고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도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선 대회
시마론 노회
스틸워터 가정 폭력 서비스, Inc (Stillwater Domestic Violence 
Services, Inc)
아동 안식처 (Shelter the Children) 
$5,000
https://wingsofhopeok.com
이 기금은 오클라호마 내의 아이들이 목격한 폭력과 연계된 ‘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미술 및 운동 
프로그램이 셀터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한편, 아이들의 
엄마는 일자리를 구하고 법률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게 된다.

체스터 카운티 가정 폭력 센터  
(Domestic Violence Center of Chester County)
지역사회 치유 모임 (Community Healing Circle)

스틸워터 가정 폭력 서비스, Inc  
(Stillwater Domestic Violence Services, Inc.)
아동 안식처 (Shelter the Children)

산타페 교구 카톨릭 자선 기관 (Catholic Charities)
청소년 피난민 팀 (Team Refuge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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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대회
알칸사 노회
펀클리프 캠프 앤드 컨퍼런스 센터  
(Ferncliff Camp and Conference Center)
재난 대응 도구를 위한 운송 장비
$30,000
https://ferncliff.org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 재난 보조국에 재난 대응 도구를 보내는데 남부 
12개의 주 내에는 이를 모을 장소가 없다. 펀클리프 캠프는 집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자 한다. 감사 
헌금 기금은 운송료를 줄이고 시각 광고 효과를 높이며 이 현장 선교 
프로그램을 성장시키기 위해 남부의 새로운 집결지들로부터 재난 대응 
도구들을 모을 박스 트럭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트리니티 대회
다너글 노회
체스터 카운티 가정 폭력 센터  
(Domestic Violence Center of Chester County)
지역사회 치유 모임 (Community Healing Circle)
$5,000
www.dvcccpa.org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든 치유 과정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치유 모임은 가정 폭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집단의 누적된 지혜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들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며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쓰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이 기금은 치유 모임 물품 뿐만 아니라 운영자 및 아동 
보호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장로교 여성 협회 (Association of Presbyterian Women of 
Kinshasa) – 웨스트 대회 (West Synod)
여성 센터 및 여성 훈련 완료
$14,813
킨샤사의 여성 센터는 여성 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지역의 필요를 파악해 
적합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며, 또 그 대회 (synod)의 교회들과 노회들을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감사 헌금 기금은 그 지속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지원할 것이며 여성들이 모여 지도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기다다 신학 대학교 (Gidada Theological College)
여자 기숙사 건축
$43,650
기다다 신학대는 여성을 교육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성장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 목표는 여학생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감사 헌금 기금은 뎀비-
돌로 (Dembi-Dollo)에 여자 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에티오피아
기다다 신학 대학교 (Gidada Theological College)
여자 기숙사 건축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장로교 여성 협회 (Association of 
Presbyterian Women of Kinshasa)— 웨스트 대회 
(West Synod)
여성 센터 및 여성 훈련 완료

펀클리프 캠프 앤드 컨퍼런스 센터  
(Ferncliff Camp and Conference Center)
재난 대응 도구를 위한 운송 장비



2020 장로교 여성부 감사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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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 예배 
몰리 맥카시  (Molly McCarthy)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기원 
대표:  누군가 당신 곁에 있어주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를 올려 드립시오.
전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대표:  당신은 은혜, 기쁨, 사랑, 평안에 둘러싸여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체:  저와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찬송*
“우리 여기 함께 모여 (We Gather Together)” (GtG 336)

묵상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 대해 감사 드립시다. 
올해는 전에 우리가 봐왔던 여느 해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2020년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도록 하는 하나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전염병, 
경제, 일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필수 노동자들과 관련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진 모든 것들을 둘러볼 때, 저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마음을 돌리시길 강권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 가운데 
치유를 간구하고 주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감사 헌금을 받아 그들의 중요한 사역을 
지속해나갈 이들에 대해서 감사 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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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감사의 기간인데, 감사 헌금 
때문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놓인 음식의 추수이든지 
또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랑하는 이들이든지, 
우리가 받은 축복들로 인해 감사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안전하게 거하며 
어떠한 근심, 염려도 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 또 이를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눌 수 있음에 
대해 감사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서 헌신하며 다른 이들을 
돌보는 장로교 여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우리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시다.

헌신의 기도 
추수하시는 하나님,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축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어릴 
적에 배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어릴 적 교훈을 기억하며, 바른 태도로 지금 “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구체적인 증거를 받는 것임을 이 감사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우리는 각기 
고유한 피조물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우리 주변과 전세계의 이웃들을 하나되어 섬길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우리 안의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그리스도의 식탁에 둘러앉은 이를 보라! 
Look Who Gathers at Christ’s Table!” (GtG 
506)

마침 기도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 당신은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또 우리를 계속 
둘러싸고 있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해 
감사를 돌려 드립니다! 아멘.

몰리 맥카시 (Molly McCarthy) 는 사우스 애틀랜틱 대회의 
장로교 여성부의 전교회적 협력팀 (이사회)의 대표이다.

*  “GtG” 로 표시된 찬송가의 출처 - Glory to Go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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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USA) Store 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은 800/533-

4371 로 전화하셔서  item PWR16479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회 내 장로교 여성 재정부장은 여성회나 교회의 감사헌금을 받아 노회 장로교 여성 재정부장에게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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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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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533-4371 로 

전화하시고, item PWR20456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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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i.harper@pcusa.org)

에게 이메일을 하셔도 됩니다.

이 소책자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800/524-2612 로 전화하셔서 item PWR20475를 
주문하시거나,  www.presbyterianwomen.org/thank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복 받으신 만큼 넉넉하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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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renda de Gratitud
de mujeres presbiterianas

*Versión Reina Valera Contemporánea, copyright © 2009, 2011 por Sociedades Bíblicas Unidas. Usada con permiso.  
Traducido por Magdalena I. García

Entonces ustedes me pedirán en oración que los ayude, y yo atenderé sus peticiones.
     Cuando ustedes me busquen, me hallarán, si me buscan de todo corazón.

—JeremÍas 29:12–13, rv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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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개역개정

아무 것도 염려하
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께 아뢰라. 그리하
면 모든 지각에 뛰
어난 하나님의 평
강이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너희 마
음과 생각을 지키
시리라.

 

—빌립보서 4:6-7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2020



In February 2020, the Creative Ministries Offering Committee of Presbyterian Women met to review applications 

for Thank Offering grants. Fifteen of the projects were chosen for funding. More than 40 percent of the projects 

funded are health ministries. See page 26 for a list of this year’s recipients. Please give so that more Thank Offering 

grants can be awarded next year, and promote the 2020 offering using the available resources.

Essentials
Available as a download, as well! The 2020 Thank Offering promotional booklet, which is routinely mailed to all 
PC(USA) congregations and PW leaders, includes grant recipient summaries; a dedication service; a greeting from the Creative 
Ministries Offering Committee of  Presbyterian Women; ideas to promote and support the Thank Offering; a poster/placemat;  
and promotional resource flier. Item PWR20475; free.

2020 Thank Offering Korean- and Spanish-language promotional booklets are available on line. Free.

The 11" x 17" 2020 Thank Offering poster/placemat is versatile: use side one as a poster suitable for bulletin boards and 
trifolds; use side two as a placemat for dinners and tabletops. Available as singles so order as needed (limit 150)!  
Item PWR20473; free.

Receiving the Offering
Thank Offering group giving envelopes, traditionally used in PW circles and congregations, are available in packs of  25.  
Item PWR16479; free.

Individual giving envelopes are PW’s “multipurpose” envelopes! These #10 green envelopes include an attached slip that allows 
an individual (or group) to choose where to direct her gifts as well as an area for credit card information. Available in packs of  10; 
item PWR20456; free.

2020 Thank Offering bulletin insert (one design)—Download at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free.

2020 Thank Offering bulletin cover (8½" x 11")—Download at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free.

2020 Thank Offering resource flier—Download at www.presbyterianwomen.org/thank; free.

2020 Thank Offering promotional video (English, Spanish and Korean)—Available on PW’s YouTube channel: www.youtube.
com/presbyterianwomen.

More to Explore!
The July/August 2020 issue of  Horizons magazine includes the grant recipient list as well as a dedication service. Available  
to order July 2020; item HZN20230, $4.00.  
(Not a Horizons magazine subscriber? Call 866/802-3635 or visit www.presbyterianwomen.org/horizons to subscribe!)

Coin/bill boxes, available in packs of  10. Item PWR07482; free

Ordering is Easy!
•   Shop on line at www.presbyterianwomen.org/shop.
•   Or call 800/533-4371, Monday–Friday, 9 am–5 pm est.

Note: Thank Offering promotional materials are shipped free of charge. Shipping charges for other resources are based on weight of order ($5.91 
minimum). International orders and orders to Puerto Rico may incur additional shipping charges. Prices and availability may change without notice.

Resources for Promoting the Thank Offering

Promo Code TO20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2020



2020 감사헌금 홍보 비디오를 무료로 보시려면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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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 장로교 여성 감사헌금
Presbyterian Women in the PC(USA), Inc.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우십시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ww.presbyterianwomen.org / 감사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 개역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