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 of Compassion은 제자회의 구호, 난민, 발전 선교 기금입니다. Week of Compassion에 대한 
여러분의 기부금은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오고, 황폐함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며, 상실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을 통해, 여러분은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동체들의 복구와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후 변화 가운데 농부들이 새로운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으며; 난민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직업의 기회들을 통해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기부금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피난처”입니다. 사랑은 “경청하는 귀”입니다. 사랑은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희망찬 미래”입니다. 
사랑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보일 때라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
랑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은 사랑입니다. 

— 1 Cor.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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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2019년 메모리얼 데이에 토네이도가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밸리를 휩쓸어 수천 채의 집과 아파트가 파괴되고 쓰러진 나무와 전선들이 

가득했습니다.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은 많은 가족들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이후 표준 이하의 주택 환경과 임대료 증가로 인해 여러 차례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지 2년이 지났지만, 스티븐스씨 가족은 여전히 적절한 거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은 종종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비양심적인 계약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물론, 집을 재건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와 흥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스티븐스씨 가족은 다른 

많은 가정들처럼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주택에 머물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티븐스씨 가족은 마이애미 밸리 장기 복구 운영 그룹과 연락을 취했으며, 자원봉사 팀은 수리를 

끝마쳤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주택 수리 프로젝트와 함께 MVLTROG는 Week of Compassion의 지원을 받아 데이튼 지역의 주택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Tornado 

Survivors’ Pathways to Homeownership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비영리 단체들이 힘을 합쳐 “골칫거리" 

부동산들과 공터를 임대 주택에서 쫓겨난 토네이도 생존자들을 위해 저렴한 단독 주택 옵션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족과 지역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주택을 처음 소유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Brethren Disaster 사역 장기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새미 디콘(Sammy Deacon)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면 그 축복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복구 작업의 중요한 측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The Pathways to Homeownership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장기적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Week of Compassion은 재난 

후 가족들이 다시 잘 회복하고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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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 1 Cor. 13:13

사랑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