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byterianwomen.org/birthday 를 방문하셔서 생일 헌금에 대해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 헌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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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 건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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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연합회(PW)의 생일 헌금은 한 세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장로교의 여성부를 
총괄하던 할리 팩슨 윈스보로가 교단의 모든 여성들에게 여성부 탄생 10주년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그녀는 교회 지도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들을 돕는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
생일 선물”에 대한 헌금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당신이 살아온 햇수당 1 페니를 가져오면 좋겠고, 
나이를 비밀로 하고 싶다면, 1달러를 가져와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28,000달러 이상이 
모금되어, 일본 고치에 있는 미스 다우즈의 여학교에 새 건물을 지었고, 여성부가 최초로 만들어졌던 노스 
캐롤라이나의 몬트리트를 지원했습니다.

1922년 이래, PW 생일 헌금은 222개의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는 PW
의 선교 파트너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도와주고 미국과 전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한두 푼씩 모아 마련한 자금은 학교, 병원, 어린이를 위한 집, 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과 머물 곳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보호소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뿐 아니라  외국어 
및 교사 교육, 리더십 기술 개발, 기아 구제, 대학 및 신학교 교육, 초교파적인 협력 및 비상 구호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PW는 교회와 선교 사역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에도, PW는 모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응답했습니다.

그동안 관대하게 헌금을 해주신 여성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가져오는 PW 사역을 지켜줄 
관대한 여성들의 약속을 위해서 희망찬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2023 생일 헌금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라클 그룹 홈 만들기     베르하네 예수스 초등학교
2단계 그룹 홈       유치원 학교 건물 건축
makingmiraclesgrouphome.org    berhane-yesus.info
플로리다 주, 탤러하시     에티오피아의 뎀비 돌로 지역
$150,000       $99,400

신실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를 축복하며,

창조적인 사역 헌금 위원회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연합회(주)

2023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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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
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
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9—10

미국장로교 여성연합회(PW)는 생일 
감사헌금이 가진 관대한 나눔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생일 감사헌금은  
미국장로교 여성 지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22년에 시작되었고, 이후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헌금은 200개 
이상의 주요 선교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여  
미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기부 금액은 
변해 왔지만, 여성과 아동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PW의 헌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3
년도에 선정된 선교 프로젝트에  PW가 
계속해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관대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속된 
여성연합회 그룹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presbyterian women.org/give를 통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2023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 헌금

Birthday Offering Recipients



3

베르하네 예수스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 건물 건축 

berhane-yesus.info
에티오피아의 뎀비 돌로 지역

미라클 그룹 홈 만들기
2단계 그룹 홈 

makingmiraclesgrouphome.org
플로리다 주, 탤러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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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그룹 홈 만들기
2단계 그룹 홈 

makingmiraclesgrouphome.org
플로리다 주, 탤러하시

$150,000

Making Miracles Group Home (MMGH) 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된 여성들을 돕습니다. 이들이 학대적인 
관계, 중독, 투옥, 어린 연령의 출산이라는 악순환을 탈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으로써 끊어내고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이래, MMGH는 일 년 짜리 입주 
프로그램을 통해 100 명의 여성과 그 아이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엄마들을 지원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현재 입주 기준은 임신했거나 3 세 이하 자녀 한 명이 있는 것이지만,  3 세 이상의 아이 한 명이 있거나 
여러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일 헌금에서 모인 기금으로 MMGH는 두 번째 
그룹 홈을 구입하여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다섯 가족을 추가로 섬길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주택을 만들 사랑의 지원과 도구를 통해, 이 가정들은 성공과 희망에 찬 미래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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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하네 예수스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 건물 건축 

berhane-yesus.info
에티오피아의 뎀비 돌로 지역

$99,400

에티오피아 서부 고지대에 위치한 베르하네 예수스 초등학교는 “예수의 빛”을 나누고 뎀비 돌로 지역의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르하네 예수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은 고등학교 교육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받고 
그리스도 인으로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길러집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학교는 자급자족 농민, 이주 노동자 및 난민 그룹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교육받는 
기관입니다. 

K-8까지 다니는 이 초등학교는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으며, 1921년부터 이 농촌 지역 사회 속에 있는 
장로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유치원 과정이 이 학교에 추가되었지만, 수업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은 예배당에서 공부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유치원 과정 학생 수가 증가했고, 이제 정말로 
그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과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울레가 베델 대회가 교실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생일 헌금 보조금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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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 예배
메리 케이트 사익스

예배에로의 부름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모였습니다.
모두: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합시다.
인도자:  우리는 희망, 빛,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모두:  이리하면 추수 때에 거둘 수 있습니다.
인도자:  믿음의 가정들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추천 찬송가* 
“Come! Live in the Light!” (GtG 749)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GtG 753)

묵상 
StoryPeople, 은 가족이 운영하는 시각예술 제품과 
선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간됨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소명을 포착한 글을 담은 기발한 인쇄물들을 
제작합니다.  아이오와에 기반을 둔 StoryPeople의 
제품들은 우리에게 샌드위치를 만들기 전에  빵을 
토스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지 혹은 
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혹은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1 

이들의 인쇄물은 사람들이 
미소를 짓게도 만들고, 
감사와 평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인쇄물에 
끌렸습니다. “빛 꾸러미”는 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빛의 작은 꾸러미들입니다. 여러분은 연초에 
이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심었는지 꼭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랫동안 
이것들은 잡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면 좀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2 이 StoryPeople의 작품은 
갈라디아 교회를 격려한 바울을 상기시킵니다. 심고 
거두는 이미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한 
희망찬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Galatians 6:9–10).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심는 것과 수확하는 것 
사이의 상관 관계를 봅니다. 정원사나 농부들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확물의 제철 맛을 아는 사람들, 
달콤한 여름 딸기와 잘 익은 가보 토마토를 누리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고 거두는 농업과 관련된 은유는 
우리에게도 고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두를 위한 희망을 심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
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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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과 10절은 
             한 메시지(갈라디아서 
      6:1-10)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NRSV 성경은 이 메시지에 
      “다른 이의 짐을 지다” 라는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NIV 성경에는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은 하다”로, CEB
 성경에는 “돌보고 나누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은 더 큰 메시지 안에서 
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해야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2학년과 
4학년을 맡은 선생으로서의 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매 학년 초 저와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학급 서약”
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친절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합시다. 안전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씁시다. 다른 사람, 장소 및 사물을 
   존중합시다. 즐겁게 지냅시다. “ 이는 교사로서 우리가
      신뢰와 소속감, 안전과 성장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의 목록입니다.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신뢰와 소속감, 안전과 성장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을 지고, 
온유한 정신을 구현하고, 영적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스스로를 위해서 수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인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향인데도 말입니다.  소명은 
모두에게 선한 것을 위해서, 자기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를 
인정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PW 생일 헌금을 통해, 해마다 우리는 근원의 지역 
공동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임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합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들은 독창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이러한 임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합니다. 이 헌금은 여러 면에서 작은 
빛의 꾸러미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사랑과 소망과 
기도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에 “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봉헌의 기도
정원사 하나님, 당신은 매일 새로운 씨앗을 뿌리십니다.  
당신의 은혜로 언젠가는 수확될 작은 빛을 부드럽게 
심으십니다. 오늘 저희는 에티오피아 뎀비 돌로 지역 
사회의 아이들과 플로리다 탤러해시의 어머니와 
아이들을 지원할 올해의 생일 헌금을 위해 당신의 
자양분이 가득한 손길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 저희는 지역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이 있어야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생일 헌금을 통해 
저희가 나누는 이 헌금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양육되고 번성하는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추천 찬송가* 
“Will You Come and Follow Me” (GtG 726)
“Let Us Build a House” (GtG 301)

권면과 축도
눈을 크게 뜨고,
손은 기꺼이 베풀도록 준비하고,
 마음은 관대하게,
귀는 세심하게 듣고,
 감각을 깨우고,
 발걸음은 가볍게,
 희망을 생기있게,
 믿음은 불같이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합시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가서 빛을 발하십시오. 
가서 부드럽게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끌어 안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합시다.

가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깨닫고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십시오. 
창조적인 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의 연대가 당신을 지탱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격려를 받으며
 자유를 가져다주는 부드러운 숨결에 감싸이기를 
바랍니다.3  

*    “GtG” 로 표시된 찬송가의 출처 Glory to Go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3).

메리 케이트 사익스 (Mary Kate Sykes)는 총회 여성연합회 청년 
대표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있는 커버넌트 장로교회 
교육 담당 목회자입니다.

메모
1.    “About Us,” StoryPeople, accessed October 15, 2022, 

storypeople.com/pages/about-us. 
2.    “Packets of Light Prints (classic),” StoryPeople, accessed 

November 4, 2022, storypeople.com/collections/classic-prints/
products/packets-of-light-prints?variant=31224828919919.

3.    Adapted from Cláudio Carvalhaes, Liturgies from Below: 
Praying with People at the Ends of the World (Nashville: Abingdon 
Press, 2020), 58.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헌금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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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감사 헌금을 독려하기 위한 제안 사항

1      1920년대의 케이크, 장식, 음악, 의상이 있는 “복고” 스타일 생일 파티를 주최합니다. 

2      생일 헌금의 시작과 역대 수상자에 대해 발표하거나,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 헌금 및 지역 사회 내 중요한 여성에 대해서 퀴즈 대회를 개최하십시오. 
캐서린 스튜어트 본의 책,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 75주년 생일 헌금 (1922-1997)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차 있으며, 현재 PW Shop을 통해 3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presbyterianwomen.org/shop, 항목 #PWR00507을 방문하십시오.

3     매달 다른 주제로 열두 개의 생일 바구니를 준비하고, 그 중 가장 좋아보이는 것에 
달러로 “투표”하도록 격려해보십시오. 헌금을 위해 어느 달이 가장 많이 모이는지 
확인하십시오!

4      생일 헌금 안내서 표지를 교회 예배에서 소개해 주십시오. 생일 헌금용으로 포장된 
커피 캔에 헌금을 모으십시오.  1992년의 첫 생일 감사헌금과 핼리 팩슨 윈스보로를 
기념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선교의 시간 영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공유할 영상이 
있습니까?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cheri.harper@pcusa.org). 

5      1922년 선교를 위한 “생일 선물”로 여성들이 나이만큼의 페니를 내도록 격려한 
윈스보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6      교회 전체의 생일 파티를 열어보십시오. 열두 개의 테이블을 장식하고 그 달의 
생일자의 목록을 작성해보십시오. 

7      세계 지도에 압정이나 스티커를 붙여 수년 간 기금이 사용된 곳을 보여줌으로써, 
생일 헌금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종이에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presbyterianwomen.org/

downloads/birthday-offering-years 에서 기금이 쓰인 곳의 목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8      자선 바자를 주최하고 그 수익금을 생일 헌금에 내보십시오. 펠로우 십 홀이나 야외 
공간을 1920년대 장식으로 꾸며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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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1-2022년 PW/ Horizons 성경 공부를 이용해서, 교회 구성원과 친구들에게 “
믿음의 할머니”와 그녀가 모색한 선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10    가상으로 100주년을 기념해봅시다! PW의 유튜브 채널 youtube.com/

presbyterianwomen 에서 시청가능한 생일 헌금 비디오를 재생하십시오.

11      직접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장로교 여성들의 집에 컵 케이크와 생일 헌금 자료를 
전달하십시오.

미라클 그룹 홈 만들기
2단계 그룹 홈 

makingmiraclesgrouphome.org
플로리다 주, 탤러하시

베르하네 예수스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 건물 건축 

berhane-yesus.info
에티오피아의 뎀비 돌로 지역



생일 헌금 지원

서클 또는 그룹 헌금
          서클 회원과 PW 그룹 회원은 PW 회원 설정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기부하여 생일 헌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을 
위한 봉투는  PW Shop 에서 25개 묶음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presbyterianwomen.org/shop; item PWR12501) 또는 PC(USA) 
Store (800/533-4371). 

회중 PW의 재무담당은 생일 헌금 선물 수령 후, 노회 PW 재무 담당에게 보내주십시오.
노회 PW 재무담당은 생일 헌금과 함께 귀하 노회의 기타 분기별 기부금을 PW 송금처리 
담당자에게 보내주십시오. PO Box 643652, Pittsburgh, PA 15264-3700 송금 양식이 필요한 경우, 
론다 마틴(Rhonda Martin)에게 rhonda.martin@pcusa.org 또는 844/PW-PCUSA (844/797-2872), 
ext. 5596를 통해서 연락해주십시오.

개인 헌금
            PW 서클이 아닌 곳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 

헌금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이 봉투와 함께 
수표나 신용 카드로 기부하시면 세금용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노회와 대회 이름을 
포함하여 봉투를 완전히 작성하셔야만 
노회나 대회가 여러분의 헌금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을 위한 
봉투는 PW Shop에서 25개 묶음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presbyterianwomen.org/shop ; 항목 PWR20456) 또는 PC (USA) Store (800/533-4371).

팁: 이 봉투를 회중에 나누어서 많은 분들이 생일 헌금을 지원하게 해주십시오

온라인 기부
   presbyterianwomen.org/give 에서 온라인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업데이트된 연락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하의 교회, 노회 및/또는 
대회의 재무담당 및 총회장 등의 지도자들이 교체될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patricia.
longfellow@pcusa.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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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9–10*

*  개역개정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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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22, Presbyterian Women’s Birthday Offering has helped fund mission projects that improve lives. This year’s 
Birthday Offering recipients are:

Essentials
The 2023 Birthday Offering promotional booklet, 
which is mail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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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day 
Offering; a poster/placemat; and promotional resource 
flier. Available as a download in English, Korean and Spanish as 
well! Item PWR23451; free.

The 11" x 17" 2023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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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R23453; free.

Receiving the Offering
Birthday Offering group giving envelopes, 
traditionally used in PW circles and congregations, are 
available in packs of 25; item PWR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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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ts as well as an area for credit card information. 
Available in packs of 10; item PWR20456; free.

2023 Birthday Offering bulletin insert — Download 
only; item PWR23450; presbyterianwomen.org/birthday.

2023 Birthday Offering bulletin cover (8½" x 11") — 
Download only; item PWR23452; presbyterianwomen.org/
birthday.   

2023 Birthday Offering promotional video (English, 
Spanish and Korean) — Available on PW’s YouTube 
channel: youtube.com/presbyterianwomen.

More to Explore!
The January/February 2023 issue of Horizons 
magazine includes the grant recipient list as well as a 
dedication service. Available to order January 2023; item 
HZN23200 $4.00. (Not a Horizons magazine subscriber? 
Call 866/802-3635 or visit presbyterianwomen.org/
horizons to subscribe!)

Messages of Reconciliation and Hope: 75 Years of 
Birthday Offerings, 1922-1997, by Catherine Stewart 
Vaughn. Item PWR00507, $12.00, on sale for $3.00.

Two Ways to Order
•   Call 800/533-4371, Monday–Friday, 10 am–5 pm est.
•    Or shop online at presbyterianwomen.org/shop  

(type “Birthday Offering” in the search box).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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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irthday Offering of  Presbyterian Women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9—10

미라클 그룹 홈 만들기
2단계 그룹 홈 

makingmiraclesgrouphome.org
플로리다 주, 탤러하시

베르하네 예수스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 건물 건축 

berhane-yesus.info
에티오피아의 뎀비 돌로 지역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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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al Video Online! 

To view the free 2023 Birthday Offering promotional video in English, Korean and Spanish, 
go to PW’s YouTube channel: youtube.com/presbyterianwomen.

To order additional copies of the booklet or poster/placemat, call 800/533-4371 or visit 
presbyterianwomen.org/shop. To download copies of the promotional booklet, flier, bulletin 
cover and bulletin insert, go to presbyterianwomen.org/birthday.

http://youtube.com/presbyterianwomen
http://presbyterianwomen.org/shop
http://presbyterianwomen.org/birthday


2023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헌금
Presbyterian Women in the PC(USA), Inc.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2023 
총회 여성연합회 생일 헌금

presbyterianwomen.org/birthday 
를 방문하셔서 생일 헌금에 대
해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