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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항소
워싱턴 대교구의 연례 항소는 50년 동안 우리의 신앙과 희망과
사명의 축복된 표현이었습니다. 인류에 자비의 필요가 커졌을 때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거기에 계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것을 간구하십니다.
Patrick O'Boyle 추기경은 1969년에 모든 신자들에게 이 통일된
항소를 확립하면서 "항소는 구세주께서 하신 희생을 조금이라도
모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
동안, 이 지역의 남성과 여성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유아와
어린이들을 돕고, 노인들을 돕기 위한 가톨릭 자선 단체들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대교구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27,000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후 몇 년 동안
기부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35,000명 이상의 기부자가 참여한 놀라운
시작 이후, 항소는 이 신앙의 가족과 더 큰 공동체 전반에 걸쳐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보살핌, 양육, 교육 및 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해 수 억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매년 워싱턴 대교구 신자들은
매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향상시키고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강화하는 이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희망을 행동에
옮기면서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1,430만 달러이며 당신의 친절한 기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교구 프로그램을 위한 가장 큰 지원의
원천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9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는
항소는 여러 배경 출신의 여성, 남성, 아이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랑과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기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제물을 바칠 지어다.”
Patrick O’Boyle 추기경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도움은 특히 올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은 어둠이
우리를 이기게 하지 말고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살아 있고 변화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함과 더불어 우리는
지역 사회와 성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부하는 모든 돈은 항소의 일부인
사역과 프로그램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며 행정 또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연례 항소 50주년 기념일에,
Patrick O’Boyle 추기경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백 배의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 각자가 희생하도록
합시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당신의 관대하고
희생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돈은 소중하고 감사하게 사용됩니다.

사역에 사용되는 당신의
기부금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사가 주어 지리라.” (누가
복음 6:38) 말씀하셨습니다. 이 50회 대교구 연례 항소에서 신앙(Faith), 희망
(Hope) 및 선교(Mission)에 대한 당신의 헌신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사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Faith)
신학대학생과 부제 양성, 종교 교육, 계속 교육, 은퇴 노사제 돌봄, 소명실
(Office of Vocations), 부제실(Office of the Diaconate), 봉헌생활실(Office of
Consecrated Life)을 지원합니다.

희망(Hope)
가톨릭 학교의 학비 지원, 교구 종교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 및 교리 문답 개발,
학교 안전, 등록 관리 및 기술, 그리고 대학 캠퍼스 사역.

선교(Mission)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봉사 활동, 결혼 및 가족,
문화 다양성, 청년 및 청년 참여, 특별한 필요 사항을 육성하고 증진하기위한
선교사업부 지원, 연례 청소년 랠리(Youth Rally) 및 생명의 미사(Mass for Life)
를 포함한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봉사 및 지원, 입원 및
투옥된 사람에 대한 사역 지원, 특별한 대중, 이벤트 및 커뮤니케이션 홍보를
위한 지원, 매년 140,000명 이상의 여성, 남성 및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카톨릭 자선 단체를 지원합니다.

선교

신앙

5백만 달러

5백8십만 달러

희망
3백5십만 달러

2019 연례
항소 목표

1천4백3십만
달러

신앙(FAITH)
소명과 성직자
성 요한 바오로 2
세 신학교는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기도, 연구, 형제
공동체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진심
어린 헌신이 있는
환경에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1천 기부는
이 대학 신학생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혼의 목자가 되기 위해 인간적, 영적 형성을 시작하고
거룩한 성직에 평생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과
지도를 갖도록 합니다. 신학교는 “나를 위해 아주 적합
했습니다. 신학교의 영적 삶은 놀랍습니다. “라고 Benjamin
Garcia신부는 선구적 학급의 일원으로 그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봉헌생활실(Office of Consecrated Life)은 역사적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 특히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풍성한
축복이 되고 있는, 순명의 삶을 사는 자매, 형제와 사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기부는 자매 또는 형제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세상의 회생에
기여하는, 종교적 삶을 위한 소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희망(HOPE)
교육 및 리더십 형성

교리교육실(Office of Catechesis)은 교구 및 가톨릭 학교의
청소년을 위한 종교 교육 프로그램, 성찬식 준비, 성인 신앙
형성 및 성인 기독교 신앙 예식(RCIA)을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항소의 지원으로 교리교육실은 교리 전문가들이 가장
완벽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
교리적 지침, 교육 보조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대교구의 가톨릭 학교는 복음의 가치를 지니고
학생들의 정신을 키우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영적 발전을
돌보는 학문적 우수성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및 국가를 위해 수 세대 동안 지도자들을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비 지원이 없다면 많은 가정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받은 기회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관대한 1천
기부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둔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며, 이는
자신과 지역 사회를 위한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가톨릭
학생 센터와 같은 지역
대학의 캠퍼스 사역은
학생들에게 성찬과
목회적인 필요를
제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신앙을 깊게 하며,
식사 및 기타 친교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교회에서 미래 지도자가
되도록 합니다. 한
젊은 참가자는 “우리는
이곳에 가톨릭 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
복음대로 생활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주님과의 유익한
만남이 계속되도록
도와줍니다.

선교
(MISSION)

생명-중시 그리고
특별한 사역, 가톨릭 자선
단체
청소년 랠리(Youth Rally)와 생명의 미사(Mass for Life)는 매년
약 20,000명의 젊은이를 한데 모아, 모든 인간 생명을 지지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안식처(Sanctuaries for Life)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물질적 도움과 돌봄 지원 구조를 제공하여 생명을
위한 결정을 돕습니다. 프로젝트 레이첼(Project Rachel)은
낙태의 후유증을 겪는 여성과 남성들에게 애정 어린 지원과
치유를 제공합니다. 항소를 위한 당신의 기부는 인간 생명에
대한 더 큰 존중을 증진시키는 기타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문화다양성및봉사실(Office of Cultural Diversity and Outreach)
은 대교구의 다양한 유산의 풍부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양하고 가톨릭 공동체와 더 큰 사회의 삶 내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부는 민속 축제,
문화간 회의, 특별 예배 및 연례 성모 마리아와의 동행(Walk
with Mary)과 같은 공공 행사를 후원합니다.
특별 지원부(Department of Special Needs Ministry)는 백미사
(White Mass)를 통해 독특한 능력과 장애의 신체적, 발달적,
인지적, 정신적 다양성 안에서 각 개인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경축합니다. 항소에 대한 기부는 즐거운 예배와 그 밖의 다른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 내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참여를 소중히 여기는 환영의 문화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가톨릭 자선이란 교회의 그리스도의 자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톨릭 자선단체들은 지역 식료품 저장소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500만 끼와 100만 파운드 이상의 음식을
제공했고, 매일 밤 1,500개의 침대를 노숙자 쉼터에 제공했고,
수천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7,000건 이상의 법률 서비스 지원,
그리고 실업자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항소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수혜자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인내할 수 있는 희망, 위로, 그리고 용기의
축복을 줍니다.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사도행전 20:35

돕는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부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2019년
연례 항소를 지원하는 관대한 헌신을 고려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헌신과 기부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온라인:
전화:
문자 메시지:

연례항소실(Office of the Annual Appeal)
P.O. Box 29260, Washington, DC 20017-0260
appeal.adw.org
(301) 853-4575
(301) 231-1816로 문자 메시지 “GIVE”전송

당신의 관대한 기부 헌신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현금/수표/우편환
“연례 항소(Annual Appeal)”에 지불 가능
신용카드/자동이체(ACH)
Appeal.adw.org 방문, 또는301)231-1816로“GIVE”문자 전송
유가 증권(주식 및 채권)
이체 정보는 (301) 853-4575로 문의
전통 IRA 기부 이체
70½세 이상 기부자 IRA 계획 관리자와 상의
사립 재단 및 기부자-자문 기금 보조금
워싱턴 대교구는 501(c)(3) 비영리 단체입니다. 당신의 기부는
연방 및 주 소득세 자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세금 전문가나 IRS에 당신의 개인 상황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워싱턴 대교구의 세금 식별 번호(EIN)는 53-0196550
입니다.
워싱턴 대교구, 연례항소
P.O. Box 29260, Washington, DC 20017-0260
(301) 853-4575 | development@adw.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