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

한 눈에 보는 2 0 2 0 년도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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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요약
• 47 개 주와 56 개국에 650만 달러를 지원했다.
• 코비드-19 대응 차원에서 350만 달러에 이르는 476 개 지원금을 125 개 노회와
56개국에 지급하였다.
• 국내 대응 팀원 210명이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52 개 노회에
배치했다.
• 179명의 장로교 여성들이 재난 대비 훈련을 받았다.
• '플린트: 미국 도시가 중독되다'가 아마존 프라임에서 누적 시청수 1백 만번을
넘었다.
• 각 지역에서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 교회를 교육하고 인도하기 위해
새롭게 회중을 위한 4개의 자료를 개발했다.
• 정서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웹 세미나와 모임을 55번 주최하여 700 명 이상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30 개 중간 공의회와 23 개의 파트너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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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PDA)은 자연재해와 인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을 계속해왔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고, 전세계에서
코비드-19를 대처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기금 모금과 모임이 어려워진 2020년,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PDA와 함께 일하며 관대함으로 PDA를 성장시킨 많은 증인들에게 향했다. 재해가 일어나면
관대한 기부자들은 큰 그림을 보고,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부한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내 준 성금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PDA는 국내외에서 실질적으로 코비드-19에 대처할 비상 자금 27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많은 공동체와 파트너들을 돕기에는 이 자금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누구에게 이
기금을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노회나 오랜 국제 파트너 기관들이나 마태복음 25장 사역에
헌신하는 동료들과 상의했다.
PDA는 코비드 기금과 기존 PDA 지원금 프로그램으로, 소외된 공동체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장로교 내 다른 기관 동료들과 함께 고민했다.
정서적 영적 돌봄 사역은 신앙 지도자와 공동체를 위한 회복 탄력성 훈련, 쉼을 위한 수련회 및 기타
온라인 영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였다. 정서적 영적 돌봄 웹 세미나 녹화분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PDA는 대림절 시리즈, 위대한 나눔의 실천을 위한 성경 공부, 플린트:미국도시가 중독되다를
위한 풀뿌리 상영 세트 등 여러 자료를 개발했다. 또한 PDA의 난민과 망명 사역부는 각 지역에서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 교회를 교육하고 인도할 새로운 회중을 위한 4개의 자료를 개발하였다.
미국 전역의 자원봉사자들은 재해를 입은 지역으로 직접 출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출퇴근 봉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을 지원하거나 마음으로부터의 선물 키트를 만들었다.
집 안에 머무는 모든 이를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플린트: 미국 도시가
중독되다'가 아마존 프라임에서 누적 시청수가 1백 만번을 넘었다. PDA의 이야기 사역은 미국장로교 다른
부서들과 함께 파장을 일으키다: 인종차별과 우월성을 타파하기 위한 대화를 만들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한 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물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보고 싶다면,
pcusa.org/MissionMosaic20 에서 미션 모자이크 연례 보고서를 읽어 보십시오.

PDA는
'위대한 나눔의 실천’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