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byteriangifts.org

2021 – 2022
장   로    교 

헌금 목록표
작은 선물, 큰 영향력

ACT / LWF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 (사도행전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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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와 감사: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사랑과 정의,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금 목록표의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청소년과 노년층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눕니다. 우리의 헌금을 많든 
적든 함께 모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풍성한 사역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세상에 

널리 나눕니다.

헌금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헌금의 목록을 선택해 헌금해 
주세요. 아니면 다른 이를 기념하여 헌금하시면서 그분들이 
사랑했을 사역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헌금은 다른 이들의 헌금과 합쳐집니다.
장로교 헌금 프로그램을 통해 장로교 총회선교국에 헌금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여러분의 헌금은 전 세계의 
공동체에 희망을 불어넣어줄 더 큰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변화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헌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족, 공동체에게  
도움과 희망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삶의 변화를 만드는 수많은 방법들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presbyteriangifts.org

헌금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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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25 Item OG10019 
닭을 키우면 먹을 수 있는 계란, 베개를 만들 깃털, 
작물에 뿌릴 비료를 얻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여러분은 전 세계 농부와 그 가족들의 식품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
$40/돼지 Item OG20009 
한 마리 —또는 몇 마리의 —돼지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헌금은 어려움에 처한 한 가족에게 값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돼지를 팔면 
한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요긴한 
수입원이 됩니다.

염소 한 쌍
$178 Item OG10023
염소를 기르면 우유, 치즈, 버터, 요거트를 얻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값진 음식들은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양을 제공합니다. 한 쌍의 염소 헌금은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합니다.

펀클리프 캠프 컨퍼런스 센터



양봉
$240 Item OG10028
벌은 작물뿐 아니라 농가 수입도 성장시킵니다. 
절기 작물을 수확해도 일 년 양식이 부족한 
지역에서 양봉은 농부의 소득을 보충해줍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는 농부들이 꿀을 팔아 
매달 23% 이상의 소득을 더 얻고 있습니다. 
벌통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헌금을 통해 한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소
$50/분담; $450/소  Item OG10024 
젖소는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신뢰할 만한 
수입원이자 영양원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케냐에서 가축을 돌보고 번식시키는 훈련을 
지원하여, 가족과 마을의 양식 및 수입 안정성을 
향상합니다.

Food 4 Farm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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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즈즈 드릴
$115  Item OG10039 
므즈즈와 같은 수동 드릴은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 그 지역의 인력들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깨끗한 물을 얻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또한 수동으로 우물을 파는 데 있어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관개 시설
$250  Item OG10034
한때 농업 중심지였던 나이지리아 
동북 지역은 최근의 내전으로 토지와 
장비들이 피해를 입었고 농장은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길어진 건기와 
더불어, 광범위한 식량 수급 불안정과 
경제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공동체 
관개 시설은 농부들이 땅을 일구고 다시 
작물을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T 연
합

회

짐
 맥

길



presbyteriangifts.org

정원 우물
$50/분담; $1,500/우물 Item OG10029 
우물과 수동펌프가 있으면, 마시고 씻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깨끗한 
물이 있으면 삶을 변화시킵니다. 즉 건강, 위생, 
일상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우물 하나의 
비용이나 그 분담금을 헌금해 주십시오.

빗물 집수 시스템
$75 Item OG10009
빗물은 적절하게 모아서 저장해 정수하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관개 및 세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빗물 집수 시스템을 
통해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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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영양 스타터팩
$150 Item OG10042
여성이 가장인 집 열 가구에 케일, 토마토, 
양파, 배추, 오크라 씨가 담긴 팩을 통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공동체 정원
   $200 Item OG20016

2300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음식의 사막 
지대, 즉 저소득층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신선하고 
적당한 가격의  음식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찾을 
수 없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종종 
높은 비율의 당뇨 같은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원은 가장 필요하고 영양가 있는 작물들을 

공급해,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양성할 교육 기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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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가는 기계 
$4,500 항목 OG20017
좋은 흙이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땅 가는 기계를 사용하여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땅 가는 기계는 토양에 공기를 통하게 하고 
혼합하여 뿌리가 잘 퍼지고 영양 공급이 잘 되는 
완벽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공동체 농장
$5,000 Item OG10033 
이 헌금에는 전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큰 농장을 
지원하는 가축, 도구, 훈련 
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닭, 
여러 마리의 염소, 돼지, 젖소와 
쟁기와 연장을 갖춘 한 쌍의 황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건강한 식품을 기르고 
삶의 질을 높이게 합니다. 각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필요를 채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농사 도구
$10 Item OG10022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은 삽이나 칼과 
같은 적절한 도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토지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 필요한 도구를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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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Producers of Valle San Mig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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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
$50 Item OG20014 
재봉틀은 집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옷이나 천을 수선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새 재봉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개발도상국 내의 한 가족에게 
안정적인 소득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구급함
$125 Item OG30002 
국경 지대에 있는 교회를 지원해 
주셔서 망명자들이나 난민 지위 
신청자들이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동안 생필품들을 지원하게 
해주세요. 이 가방 안에는 식품, 
음료수, 기본 위생용품, 담요, 
기타 필수품 들이 들어있습니다.

폴
 제

프
리



폴
 제

프
리

/A
CT

WASH 도구
$25/분담; $500/식품권  
Item OG30019 
WASH (물 water, 보건 sanitation, 
위생 hygiene)를 잘하게 되면, 건강, 
기대수명, 사회경제적 발전을 상당히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과 질병의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교육 및 물품을 
공급하려는 국제 구호 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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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 해소 식품권
$50 Item OG10036 
가뭄과 극심한 기아 상태에서 
응급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 기관으로부터 오는 포장 
구호 식품은 장기적으로는 식품 
불안정성을 높여 지역 식품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식품권을 지역 상권 내에서 
사용하게 해, 영양 공급을 돕고 
지역 식품 체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50/분담; $350/화장실   
Item OG10032
많은 나라의 경우, 시골 지역에는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실은 여성들이 개인 용무를 위해 홀로 나갈 
때 폭행당할 위험을 줄여서 존엄성과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화장실은 또한 전체 공동체의 
위생과 보건을 향상시키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여성 권익 증진 프로젝트
$100/참가자   Item OG10030
여성들이 교육 및 경제활동 기회를 얻는 곳에서 
공동체는 번창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농업 및 
직업 훈련, 문맹퇴치 교육, 융자 및 신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러분은 가족을 돌보며 공동체 
내의 기아와 빈곤을 감소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난방 연료
$240   Item OG30010
시리아의 겨울은 혹독해서 3-4개월간 이어집니다. 
반면에 이민 허가를 기다리는 난민들에게 연료는 
늘 부족하고 비쌉니다. 하루에 단 65센트로 
여러분은 한 난민 가족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필요한 연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United Sisters Group/카메룬

폴 제프리

폴 제프리/ACT



presbyteriangifts.org

여러분은 헌금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음의 항목들 중에서 선택하세요: 

온라인에 접속하세요:  presbyteriangifts.org.
전화해 주세요: 800-872-3283. 
우편으로 주문서 (수표 또는 신용카드 번호 동봉)를 보내주세요: PO Box 643700, Pittsburgh  PA 
15264-3700.

항목 수량 합계  참고 번호   비용 

닭  OG10019 $25 _______ _______
돼지 OG20009 $40/돼지 _______ _______
염소 한 쌍 OG10023 $178 _______ _______
소 OG10024 $50/분담 | $450/소 _______ _______
양봉 OG10028 $240 _______ _______

공동체 관개 시설 OG10034 $250 _______ _______
므즈즈 드릴 OG10039 $115 _______ _______
정원 우물 OG10029 $50/분담 | $1,500/우물 _______ _______
빗물 집수 시스템 OG10009 $75 _______ _______

공동체 정원 OG20016 $200 _______ _______
가족 영양 스타터 팩 OG10042 $150 _______ _______
공동체 농장 OG10033 $5,000 _______ _______
농사 도구 OG10022 $10 _______ _______
땅 가는 기계 OG20017 $4,500 _______ _______

재봉틀 OG20014 $50 _______ _______
WASH 도구  OG30019 $25/분담 | $500/도구 _______ _______
기근 해소 식품권 OG10036 $50 _______ _______
화장실 OG10032 $50/분담 | $350/화장실 _______ _______
여성 권익 증진 프로젝트 OG10030 $100/참가자 _______ _______
난민들을 위한 난방 연료 OG30010 $240 _______ _______
구급함 OG30002 $125 _______ _______

SG-KMC



장로교 헌금 목록표에 소개된 각 헌금들은 장로교 선교국을 통해 기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장로교 성도들, 교회, 중간공의회, 교회 
협력체와 연합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입과 배분, 생명을 좌우하는 깨끗한 
물을 공동체 전체에 공급하는 우물 파기, 청소년 사역 등은 여러분의 헌금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필요를 채우고, 영향을 미치며, 희망을 주는 여러 방법들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 총회 선교국과 미국장로교, A 코어퍼레이션- 비종교적 목적을 위해 미국장로교 
총회 선교국이 운영하는 법인-은 미 국세청 법 501(c)3 항에 따라 자선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장로교, A 코어퍼레이션에 대한 기부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회/P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_______________ Z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불 방법

Check c       Credit/Debit c       Visa c       MasterCard c   Amex c       Discover c

Card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p. Date ______________ CVV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requi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러분의 관대함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미치는 영향을 
 presbyteriangifts.org 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presbyteriangift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