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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is the one who listens to me,
watching daily at my gates,
waiting beside my doors.

—Proverbs 8: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8:34*

Dichoso el hombre que me escucha
y todo el tiempo se mantiene vigilante
a las puertas de mi casa.

—Proverbios 8:34*



국내

알래스카 북서부 대회

올림피아 노회
해가스 커뮤니티 교회
타코마, 와싱턴 주
$50,000
hagarscommunitychurch.com

리빙 워터스 대회

홀스톤 노회
홀스톤 노회 캠프 수양관
네이쳐 프리스쿨
배너 엘크, 노스캐롤라이나 주
$10,000
holstoncenter.org

중부 애틀랜틱(중대서양) 대회

살롯 노회
Cooperative Christian Ministries
Operation Desert Drop
콩코드, 노스캐롤라이나
$12,000
cooperativeministry.com

세일럼 노회
스프링우드 장로교회
교회 부엌 확장 수리
윗세트, 노스캐롤라이나
$50,000
springwoodchurch.org 

남부 애틀랜틱 (남대서양) 대회

센트럴 플로리다 노회
해비타트 
주택 구입 상담
올랜도, 플로리다 주
$5,000
habitatorlandoosceola.org

그레이터 애틀랜타 노회
호프 하버 사역부
호프 하버 새 시설의 주방 가전
웜스프링스, 조지아 주
$20,000
hopeharborga.org

풋힐스 노회
앤더슨 암 협회
암 환자용 차량 및 운전자 
앤더슨, 사우스캐롤라이나

$42,360
cancerassociationanderson.org

남서부 대회
데 크리스토 노회
프론테라 데 크리스토
위험에 처한 아동들의 기술 및 
성인들의 양육 기술 향상
더글러스, 애리조나 주
$27,000
fronteradecristo.org

썬 대회
사우스 루이지애나 노회
아동 보호 서비스
정서적 안정 공간 및 촉감놀이 
공간
해몬드, 루이지애나 주
$7,350
childadv.net

해외

벨리제
언약 대회
레이크 미시건 노회

그랜드 헤이븐 제일 장로교회
코이노니아 미니스트리스 
주일학교 및 데이케어 센터
오렌지 워크, 벨리제
$15,600
fpgh.org

과테말라

알래스카 북서부 대회
인랜드 노스웨스트 노회
푸에르타 아비에르타 (열린 문)
리브로스 아비에르토스 (열린 
책들)
산티아고, 과테말라
$50,000
atitlanabierta.com

잠비아

센트럴 아프리카 장로교- 잠비아 
대회
차세푸 노회
차세푸 신학대학교
여성 호스텔 건축
차세푸, 잠비아
$45,000
ccapzambia.org

2021 장로교 여성부 감사 헌금 수령자 명단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8:34*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우십시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ww.presbyterianwomen.org / 감사합니다. 또는 전화 844/PW-PCUSA (844/797-2872), ext. 5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