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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
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
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5b-18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우십시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esbyterianwomen.org / 감사합니다.

*  개역개정



Visit presbyterianwomen.org/thank to learn more, give online and download resources.

마우미 밸리 해비타트, 인도적 주택 보수 사역 
 (Maumee Valley Habitat for Humanity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여선교회,
   데이튼, 오하이오

그레이터 채터누가 지역 해비타트
오차드 노브 조합

장로교 가족 지원 센터 
(Presbyterian Home for Children)(Presbyterian Home for Children)

여성 교도소 사역 (Interfaith Prison Ministry

빌리지 파트너스 인터내셔널과 몸빈
   크로추 병원

C.A.M.P. University

미국장로교 생명나무 교회

캔서 내비게이터 (Cancer Navigators, Inc.)

레바논 라비에에 있는 전국 복음주의
   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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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로교 여성부 감사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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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책자에는 아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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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byterianwomen.org/thank 로 가셔서 주보 표지, 주보 삽입지, 비디오를 다운 
받으십시오. 헌금 봉투, 포스터, 식탁 매트 등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교 여성 저널 인 Horizons 호에는 감사 헌금을받는 조직과 헌신적 인 예배 순서가 나열됩니다. Horizons를 
구독하려면 866 / 802-3635로 전화하거나 pcusa.org/horizons에서 온라인 버전을 주문하십시오.

감사헌금은 년 일까지 여러분 노회 PW 재무부장에게 보내시거나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presbyterianwomen.org/give 로 
보내십시오.       

감사헌금과 장로교 여성을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창조 사역부 헌금 위원회Creative Ministries Offering Committee,
미국장로교 장로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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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여성 연합회는 1700년대에 구호 단체로 조직

된 이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살전 5:15)는 부

르심에 귀기울여 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여성

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국의 도시와 교회에서 여성 자선 단체가 형성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 연합회는 

감사헌금과 생일헌금을 드려서 관대함과 돌봄의 전통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감사 헌금’의 씨앗을 뿌린 이는 오하이오 주 스

프링필드의 엘리자 클로키였습니다. 1888년 엘리자

는 북미 연합장로교 여성 일반 선교사 협회에 평소 기

부하는 금액보다 1 달러를 더 기부할 것을 모든 여성

에게 촉구했습니다. 한 세기 후, 새로 형성된 미국장

로교 총회 여성 연합회는 교단의 두 가지 기금 조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감사 헌금’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연합회 감사 헌금을 통

해 미국과 전 세계의 1,600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거

의 2,700 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엘리자가 여성들에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지 거의 125년

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충실한 기부자들은 그녀

의 감동적인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연합회의 ‘창조적 

사역 헌금 위원회’는 24개의 ‘감사 헌금’ 신청서를 검

토하고, 이 중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했습니

다. 8개의 프로젝트는 미국 내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

으며 2개는 해외 프로젝트입니다. ‘감사 헌금’ 내규에 

따라, 선정된 프로젝트의 40 퍼센트 이상이 건강과 관

련된 사역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
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
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5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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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약 대회

마우미 밸리 노회
마우미 밸리 해비타트, 인도적 주택 
보수 사역(Maumee Valley Habitat for 

Humanity Home Repair Ministry)

소외된 공동체의 주택 안정화
Maumee, OH

$30,000

mvhabitat.org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의 지역사회 
안정화 계획에 지정된 세 지역에서, 
감사 헌금 보조금은 주택 수리를 
위한 사이딩, 목재, 페인트, 
콘크리트 보강재, 문 및 창문과 
같은 자재 구매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을 블록별 
집중하는 전략으로, 주택 소유를 
증진하고,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주택을 보수하고, 이웃 미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외된 이웃을 
격려하여,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가족들이 안정을 
찾고, 노인들이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이애미 밸리 노회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여선교회, 
데이튼, 오하이오
토네이도 생존자 주택 소유 지원
데이튼, 오하이오
$13,000

westminsterdayton.org

2019 년에 토네이도가 오하이오 
중부를 강타하여 1,500 채의 
주택을 파괴하였고, 그 중 상당수는 
임대 주택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찾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고, 그리하여 토네이도 영향을 
받은 가족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전체의 파트너십이 
조직되었습니다. 모기지 준비가 
된 세입자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젝트는 주택을 지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안전하게 살고 

형평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 헌금 보조금은 

주택을 짓고 개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것이며, 프로젝트의 

재정 구조로 인해 이 기금은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토네이도 생존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수익금은 다음 주택을 

지원하여 저렴한 주택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리빙 워터스 대회

이스트 테네시 노회

그레이터 채터누가 지역 해비타트

오차드 노브 조합

테네시 주 채터누가

$20,000

habichatt.org

2022장로교 여성부 감사 헌금 수령자 명단

마우미 밸리 해비타트, 인도적 주택 보수 사역 (Maumee Valley Habitat for Humanity Home Repair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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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여선교회,
   데이튼, 오하이오

그레이터 채터누가 지역 해비타트
오차드 노브 조합

장로교 가족 지원 센터 
(Presbyterian Home for Children)

4

주거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공동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차드 
노브 조합(Orchard Knob 

Collaborative)은 저소득층 
가정의 집 수리를 지원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이웃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헌금 
보조금은 건강, 생명 및 안전 
문제를 완화하고 법규 위반을 
해결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입니다. 납 
페인트, 석면 및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거주자들은 
보다 안전하며 살고 싶어지는 
주거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세퍼드 랩슬리 노회
장로교 가족 지원 센터 

(Presbyterian Home for Children)

유니온 빌리지 캐피탈 캠페인
앨라배마 주 탤라데가
$50,000

phfc.org

유니언 빌리지는 앨라배마 
시청각 장애인 연구소와 
협력하여 ‘장로교 가족 지원센터 
‘가 운영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사용 농지를 복합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지원 주택 
공동체는 자립 생활을 지원하며, 
이는 취약 계층을 위해 고안된  
미국 내의 몇 안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감사 헌금 보조금은 
문턱 없는 현관과 화장실, 조명 및 
감각 보조 장치 등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16 개의 소형주택 건설을 
지원합니다.

중부 애틀랜틱(중대서양) 대회

뉴호프 노회
여성 교도소 사역 (Interfaith Prison 

Ministry for Women)

여성 재진입 프로젝트 (WRP)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
$50,000

ipmforwomen.org

여성의 사회 재진입 프로젝트 
(WRP)는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여성들이 석방된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WRP는 성공적인 
재진입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인 
거주지를 사회적, 직업적 지원과 
연결해서 제공합니다. 감사 
헌금 보조금은 세 가지 형태의 
보조 주택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 교도소에서 석방된 
직후 머물게 되는 브리지 주택;
12-18 개월동안 머무르게 되는 
안정된 지원 주택; 비거주자로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독립 주택. 이 
프로그램은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과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하며, 여성이 안정, 가족 재결합 
및 독립 생활을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남부 애틀랜틱 (남대서양) 대회

체로키 노회
캔서 내비게이터 
   (Cancer Navigators, Inc.)

암 환자를 위한 삶의 전환 1박 리트릿
조지아 주 로움
$9,238

cancernavigatorsg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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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도소 사역 (Interfaith Prison Ministry

캔서 내비게이터 (Cancer Navigators, Inc.)

C.A.M.P. University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암 환자는 

질병을 넘어서는 많은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종종 음식이나 약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통 수단을 

찾으며, 매일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캔서 

내비게이터 (CN)는 환자가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시켜 

줍니다.  감사 헌금 보조금은 

여력이 없는 60명의 환자에게 하루 

동안의 휴양을 제공합니다.  이 

리트릿은 환자들이 일상 생활과 

어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을 통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암 환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리트릿 참가자들은 

암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썬 대회

미션 노회
C.A.M.P. University

상업용 주방 안전시설 업데이트
텍사스 주 맥앨런
$12,370

campuniversity.org

C.A.M.P. University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최대 잠재력을 달성

(Can Achieve their Maximum 

Potential, C.A.M.P.)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키우는 기술과 관심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 

헌금 보조금은 조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방법과 다양한 주방 가전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사용될 안전한 최신 상업용 가스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요리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수업 참여자는 식사 

준비에 안전하게 참여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는 대신에 대학에서 

점심을 직접 요리해 먹게 됩니다.

트리니티 대회

필라델피아 노회

미국장로교 생명나무 교회

커뮤니티 컵 커피 하우스

펜실베니아 주 스프링필드

$7,000

ourcommunitycup.com

지적 장애가 있는 성인이 21 

세가 되면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커뮤니티 컵 

커피 하우스는 장애가 있는 성인, 

그들의 가족 및 간병인이 우정, 

리더십 및 신앙에서 성장하도록 환영 

받고 격려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손님들은 매주 만나 

식사를 나누고 카드 놀이, 색칠하기, 

라이브 음악과 함께 노래하는 등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마술사, 가수, 

코미디언, 시인, 화가, 섬유 예술가 

및 무용가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탤런트의 밤에 참여합니다. 감사 

헌금 보조금은 건물 사용, 음악가를 

위한 선물, 활동 비용 및 1 년 동안의 

음식을 지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일부 정기적인 자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통해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재정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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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

아이티

사우스 애틀랜틱 (남대서양) 대회
탬파 베이 노회
빌리지 파트너스 인터내셔널과 몸빈 
크로추 병원
만성 및 재발성 영양 실조 해결
몸빈 크로추, 아이티
$47.887

villagepartnersinternational.org

지진, 가뭄, 정치적 불안정, 
코비드-19가 아이티의 지역 
식량 공급망을 위협함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몸빈 크로추의 
농촌, 극도로 가난한 가정의 
심각한 영양 실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몇 
가지 영역을 다룰 것입니다: 
심각한 영양 실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임상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교육하여 

중환자 아동을 지원합니다. 
중증 영양 실조 아동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비상 용품을 비축합니다. 
지역 사회와 가족들에게 교육 
행사를 제공합니다. 모링가 
올레이페라와 리안 파니어 나무 
묘묙장을 만들어, 여러 가정에 
묘목을 나눕니다. 이 식물들은 
영양 보조제로 쓰이는데, 각 
가정은 이 식물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득 창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의

레바논 복음주의 대회
레바논 라비에에 있는 전국 복음주의 
장로교회
연락 및 자료실 (CRC)

농촌 지역의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여성들의 권익 향상
타누린, 레바논
$49,995

facebook.com/

   RabiehEvangelicalChurch

Contact Resource Center (CRC)

는 레바논의 장애인들이 완전한 

인권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많은 가정은 안전한 지역으로 

일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감사 헌금 

보조금을 통해 CRC는 신체 

장애가 있는 여성과 저소득층 

여성에게 수입을 창출하고, 

기존 지역 사회에 머물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워크샵은 20개의 마을에 있는 

60 명의 여성들에게 바느질과 

퀼트 수업, 식사 나눔, 예배를 

제공할 것입니다. 종종 평생 

부양 가족으로 간주되는 소외된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 훈련은 그들에게 독립의 

수단과 그들이 합당한 존중과 

포용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장로교 생명나무 교회 빌리지 파트너스 인터내셔널과 몸빈
   크로추 병원

레바논 라비에에 있는 전국 복음주의
   장로교회



그리스도의 촛불 점화
인도자 :이 촛불을 켤 때, 우리가 처음 사랑 받았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합시다. 아멘. (그리스도 촛불 점화)

예배로의 부름 (데살로니가전서  5:15b–18)

한 사람:  선한 일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세요.
다함께: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한 사람:  선한 일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세요.
다함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한 사람: 선한 일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세요.
다함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한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We Give Thee but Thine Own” (GtG 708)

묵상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절하고, 기뻐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쟁? 아니면 
암이나 라임 병, 혹은 코비드-19와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고인이 되신 장로교 목사, 린다 하터는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 아니라, 모든 상황 
안에서 말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만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병을 진단받는 두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은 곁에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돕는 친구가 있음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마도 삶의 이러한 기간동안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가족? 친구들? 
믿음? 긴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접시는 어떻습니까? 식탁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러운 세탁물은요?  이것은 여러분이 
입을 옷이 있다는 축복입니다. 공과금 더미는요? 이것은 
당신이 돌볼 수 있는 집, 즉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만한 것 중 하나는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연합회의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 헌금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한 방법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심문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나눔을 통해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이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눌 때 우리는 두 배로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라

봉헌 예배
수 머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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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의 기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감사 헌금의 일부로 이 선물들을 
겸손히 가져옵니다.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선물의 
수혜자로 총회 여성연합회가 택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의 모든 여성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당신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를 애쓰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선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치며 희망과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천 찬송가 *
“Let All Things Now Living” (GtG 37)

“Now Thank We All Our God” (GtG 643)

마치는 기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해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축복이 일시적으로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합된 축복을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상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모든 은사들에 눈을 뜨고, 매일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감사 헌금을 받을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이 헌금이 많은 이들의 삶에 빛과 희망을 주게 
하시고, 이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다시 
나누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촛불을 끈다)

수 머머트는 트리니티 대회를 대표해서 총회 여성연합회 
이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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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장로교 여성회에서
•  주보 표지나 주보 삽입지를 무료로 다운 받으려면  presbyterianwomen.org/thank

•  포스터나 식탁 매트 주문은 presbyterianwomen.org/thank

•  감사헌금 홍보 비디오는 PW YouTube channel youtube.com/presbyterianwomen 에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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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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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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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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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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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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R22475

를주문하시거나,  presbyterianwomen.org/thank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복 받으신 만큼 넉넉하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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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여성감사헌금
202220222022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
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
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5b-18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우십시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esbyterianwomen.org / 감사합니다.

*  개역개정



See the Summer issue of  Horizons
magazine for a list of  this year’s 

recipients. Please give so that more 

Thank Offering grants can be awarded 

next year, and promote the 2022 

offering using the available resources.

Essentials
Available as a download, as well! Th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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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s to promote and 
support the Thank Offering; a poster/placemat; and 
promotional resource fl ier. Item PWR22475; free.

2022 Thank Offering Korean- and Spanish-
language promotional booklets
Download only; item PWR22475. Download at 
presbyterianwomen.org/thank; free.

The 11" x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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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or as few) as needed! Item 
PWR22473; free.

2022 Thank Offering bulletin insert
Download only; item PWR22480. Download at 
presbyterianwomen.org/thank; free.

2022 Thank Offering bulletin cover (8½" x 11")  
Download only; item PWR22476. Download at 
presbyterianwomen.org/thank; free.

2022 Thank Offering resource fl ier
Download only; item PWR22474. Download at 
presbyterianwomen.org/thank; free.

2022 Thank Offering promotional video
(English, Spanish and Korean) Online only. 
Available on PW’s YouTube channel: youtube.com/
presbyterian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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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o Explore
The Summer 2022 issue of  Horizons magazine
includes the grant recipient list as well as a 
dedication service. Item HZN22220, $4.00. (Not a 
Horizons magazine subscriber? Call 866/802-3635 or 
visit presbyterianwomen.org/horizons to subscribe.)

Two Ways toOrder
•    Shop online at presbyterianwomen.org/shop 

(type "Thank Offering" in the search box).
•   Call 800/533-4371, Monday–Friday, 10 AM–5 PM ET.

Note: Prices do not include shipping and handling (based 
on weight of order; $6.25 minimum). International orders 
and orders to Puerto Rico will incur additional shipping 
charges. There are no shipping charges for free/promotional 
offering materials. 

Have a PW leadership change? If so, contact patricia.
longfellow@pcusa.org (or call 844/797-2872, ext. 8015) 
so she can ensure that PW resources are mailed to the 
“proper” PW!

Resources to Promote the 2022 Thank Offering of  Presbyterian Women

장로교 여성감사헌금
202220222022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5b-18*



2020 감사헌금 홍보 비디오를 무료로 보시려면 PW YouTube 채널: 
youtube.com/presbyterian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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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헌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presbyterianwomen.org/thank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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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byterianwomen.org / 감사합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
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5b-18*

*  개역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