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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6일 – 4월 12일
자연 재해, 굶주린 자를 위한 음식,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 전 세계의 이웃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전세계  
장로교인들과 함께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동안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으로 아낌없이 기부하십시오.

헌금 방법  —

 : 귀하의 교회를 통해 

 :  www.presbyterianmission.org/give-oghs 에서 신용 카드로  
온라인 기부 

 : 20222 번호에 문자 OGHS을 보내어 $10 기부하기

-또는-

  일년 내내 언제든지 온라인 선물을 제공하여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이 지원하는 중요한 사역 및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표는 다음의 주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Presbyterian 
Church (U.S.A.); P.O. Box 643700; Pittsburgh, PA 15264-3700.

귀하의 진심 어린 선물 덕분에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한다면, 많은 것을 더하게 됩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에 대한 귀하의 선물이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6512로 문자 SHARING을 보내거나  
www.pcusa.org/oghs를 방문하십시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One Great Hour of Sharing)은 4
개 의 연간 특별 헌금 중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회의 4개 
특별 헌금은 21세기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회의 다양성을 집중시
키고 신앙을 기반으로 공동 관심사에 대한 행동으로 연결
하여 줍니다. 헌금은 파트너십, 학습 및 증언의 기회를 제공

하며 전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집단적 증거로서 교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 이사야 58

자연 재해,
배고픈 자들을 위한 식량,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함.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특별 헌금

굶주림 •재앙 •개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고통과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모금한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OGHS) 헌금은 매년  
장로교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자연 재해, 굶주린 자들을 위한 
식량 공급, 및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 전 세계의 이웃 
사람들을 환영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OGHS를 통한 각 헌금은 세 가지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로교 재난 재해 지원   
살고있는 거리의 복원자 
:  자연 재해 또는 인명 피해 재난의 폐허와 난민 지원을 통해 회복과 희망을 

찾는 공동체와 함께 일합니다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 나누기 
:  굶주림을 완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빈곤의 체계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사람들의 자립적 개발  
불의의 끈을 풀다
:  억압, 빈곤 및 불의의 경험에 응답하는  

공동체와 협력하고 장로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슈들의 영향에 대해 교육시킵니다

ONE GREAT HOUR OF SHARING
SPECIAL OFFERINGS
HUNGER • DISASTER • DEVELOPMENT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육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표하며,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수년간의 가뭄과 남편의 죽음을 겪은 Abdi는 필사적으로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유일한 선택은 그녀의 어린 자녀와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집을 떠나 많은 이재민을 수용하는 캠프까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말리아의 내전으로, 무장 단체의 공격과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정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며 물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오는 Abdi의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이 제공하는 필요한 음식들을 매달 배급 받습니다.

“식량 원조는 우리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장로교인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동안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을 아낌없이  
기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한다면, 많은 것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도록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을 하십시오.  
무너진 곳을 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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