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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요약

전달 기금 총액:
$4,119,770

487개의 기금 전달됨

57개국으로 기금 전달됨

COVID 대응 관련 기금 총
액: $2,522,682

COVID-19가 발생하기 전, PDA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의 노회에 전국
재난대응팀 (NRT) 회원을 파견하고, 그 회원이 직접 재난 지역으로 가
서 일했다.  현재, 재난 대응팀 회원은 온라인으로 일하면서 맡은 노회
들이 노회가 재난을 대비하거나 이에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PDA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장로교 재난 지원팀(SC-PDAT)을 지원하
고 있으며, 이 지역의 다섯 개 노회 사이에서  협력, 의사소통, 조정 및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주 전역에
걸쳐 재난을 대비하고 이에 대처하는 지역의 역량을 만드는 것이다.
2005년 이후로 PDA는 플로리다의 비슷한 네트워크(FLAPDAN)와 협
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PDA는 재난 다발지역 노회들을 지원해, 인근의 재난에 적
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훈련, 준비시키고 있
다. 이들 "출퇴근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작업 지역에 갔다
가 당일에 집으로 돌아가므로, 자원봉사자 합숙소에서의 COVID-19
감염 우려를 없앨 수 있다.
COVID에 대한 대응 외에 47개의 기금이 전달되었는데, 총
$1,305,307에 이른다.

  

본 사역에 대한 후원
pcusa.org/GIVE-PDA
DR000148로 지정 헌금을 해주세요.

국내 재난 대응

연례 중간보고서

Juneli Nepal Mercy Community Church

이 보고서는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202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역을 담고 있다.

COVID-19 및 기타 자연재해와 인재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기금으로 빈곤 퇴치를 지지한
다.
기금 조성할 때에 흑인, 원주민, 소수 인종, 난민에 중점을 두어 제도적 인종 차별을 근절하도
록 노력한다.
출퇴근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전염병 기간에 목회자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며, 교회
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일
을 통하여 교회의 활력을 증진한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이하 PDA)은 다음을 통해 마태복
음 25장 사역을 실천한다:

pcusa.org/PDA

Richard Caldwell

https://pda.pcusa.org/


해외에서 PDA는 ACT Alliance, 그리고 장로교 관련 협력체와 연합해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있다. PDA는
COVID-19 상황에서 재난에 안전하게 대응하도록 원칙들을 만들고 있다.
PDA는 장로교 세계선교 프로그램 및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과 손잡고 COVID 관련 기금을 PDA의 기존 네트
워크 외 협력체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COVID에 대한 대응 외에 10개의 기금이 전달되었는데, 총 $291,835에 이른다.

지난 2월에 PDA의 난민 및 망명자 관련 담당자인 수잔 크레비얼이 장로교 평화증진 프로그램이 조직한 남부 국
경 여행 학습 세미나에 참가했다.  20명의 노회 참가자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보냈던 이틀간의 시간과 그들
이 할 수 있었던 행동에 대해 돌아볼 때 크레비얼이 자료 제공자 역할을 했다. 이 여행에서  크레비얼은 남부 캘
리포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5명의 협력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역에 대해, 그리고  PDA와 미국장로교가 그들을
지원할 방법에 대해 배웠다.
PDA의 난민 사역은 COVID-19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온라인 타운홀 행사 및 범교회 행사와 같은 온라인 세미
나 및 기타 온라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를 개최하고 있다.
PDA는 COVID-19 상황에서의 난민 지원 지침 을 만들었다.
COVID에 대한 대응 외에 12개의 기금이 전달되었는데, 총 $182,420에 이른다.

해외 재난 대응

난민 사역

Mercy Community Church

pcusa.org/PDA

정서적, 영적 돌봄
전염병으로 인해, PDA는 정서적, 영적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PDA는 장로교 정신건강 사역부 및 정신건강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 정신 건강 네트워크는 223회 총회에 의해 신설되었다.
정서적 회복을 주제로 한 녹화 또는 생중계 온라인 세미나 는 일반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영어와 스페인
어로 제공되고 있다.
PDA는 장로교 지도자들과 신앙 협력자들을 위해 20개의 신앙지도자 지원 인터넷 세미나를 준비했다.
•정서적, 영적 돌봄 관련 자료들은 정규적으로 소셜미디어 상에 공유되고 있다.
지난 1월에, 회복 관련 일일 프로그램이 2019년도에 LA의 울시 협곡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장기간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다큐멘터리 제작
1월에, PDA의 최근 다큐멘터리, 플린트 시의 이야기: 납에 중독된 미국 도시가 동영상과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아마존 프라임, 구글 플레이, 애플 TV+, 주요 케이블 방송사에서 시청할 수 있다.
플린트  다큐멘터리 상영이 COVID로 인해 50 여 곳에서 취소되었다. 이에 PDA는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온라인
상영과 토론회를 개최해, 전염병 기간 수자원과 관련된 정의(Water Justice)에 대해, 또 안전하고 깨끗한 음료수
를 얻지 못한 채로 COVID-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공동체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토론회에는 디트로이트와 플린
트에서부터 다코타, 조지아에 걸쳐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앙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 신앙 지도자
들은 그들의 일상과 경험을 나눴고, 참가자들은 수자원에 관련된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배웠다.
파동을 일으키다: 인종차별과 우월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대화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온라인 강의가 총
회 사무국과 장로교 총회 선교국의 협력으로 제작되어 곧 출시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pcusa.org/troublethewater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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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da.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pda/pdfs/pda_guidance_amt-companerx_final.pdf
https://pda.pcusa.org/
https://pda.pcusa.org/situation/story-productions/#flint
https://equip.pcusa.org/course/view.php?id=318


PDA는 장로교 총회선교국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총회선교국은 마태복음 25장 사역/ 사역 지속 기금
으로 $300,000 을 지원했다. 또 PDA는 세계선교 프로그램과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미국과 전세계에 걸쳐 재난에 대응하였다. 미국장로교 인종 평등 및 여성 다문화 사역부, 장로교 기아 프로그
램, 인적자원 개발 장로교 위원회는 기금 프로그램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 소수인종 교회와 제
도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소속된 교회에 이 기금을 통해 그들의 사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홍

보하였다.

COVID-19 대처하는 사역

ACT/LWF ACT ACT

COVID 대처 관련 기금 총
액: $2,522,682

430개의 기금 전달됨

56개국으로 기금 전달됨

483개의 미국 내 교회들이
지원받음

통계 요약
국내

22개 국내 난민 비상 기금 총액 $133,500
87개 국내 마태복음 25장 사역 지속 기금 총액 $444,750
234개 국내 지원 비상기금 총액 $1,017,850

미국 내의 COVID-19 기금은 지원 기금, 난민 기금, 마태복음 25장 사역 지속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총 $926,528의 87개 기금이 56개 국가로 지원됨.
해외에 지원되는 많은 기금들은 식량 공급 비상 사태나 지속적인 음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WASH(Water-물, Sanitation-보건,
Hygiene-위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COVID-19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외에 일부 협력 조직들은 교육 및 의사
소통 사역을 시작해 오지 마을에 뉴스와 예방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pcusa.org/PDA

본 사역에 대한 후원
pcusa.org/GIVE-PDA
DR000148로 지정 헌금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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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da.pcusa.org/


앞으로의 계획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전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장
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각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
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PDA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

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facebook.com/PDACares 에서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트위터  twitter.com/PDACares 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저희의 블로그 pcusa.org/PDAblog 를 읽어 주세요.

Juneli Nepal Bill Branch Laura Lupton

ACT/Gregg Brekke

pcusa.org/PD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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