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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사람들의 자기 발달 Self-Development of People (SDOP)

여러분의 파트너인 ‘감옥이 아닌 직장’Jobs Not Jails과 같은 프로젝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미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교육 및 직장을 알선하였고, 반복되는 범죄의 확률을 낮추었습니다.

배고픈 자와 빵 나누기  
장로교 헝거 프로그램 Presbyterian Hunger Program (PHP)

참여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배수 프로젝트 및 가장 취약한 자들의 빈곤과 
배고픔을 끝내기 위하여 지구를 돌보는 장기계획들을 창조적으로 사역하는 
Joining Hands, Peru, 그리고 Earth Care Congregations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시작합니다.

불쌍한 노숙자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장로교 재앙 보조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PDA)

참여자는 시리아를 사랑하여 이 나라의 회복을 희망하며 시리아Syria 홈즈
Homs에 40개의 집을 재건하고, 시리아 전국 복음 대회(N.E.S.S.)를 돕고, 
시리아 내전 피난민들에게 음식, 숙박, 그리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료들  Resources:
1 “Rac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qual Justice Initiative. Accessed November 03, 2016. http://eji.org/ 
history-racial-injustice-race-and-criminal-justice. 
2 Pew Center on the States. “State of Recidivism: The Revolving Door of America’s Prisons” (Washington, DC: The 
Pew Charitable Trusts, April 2011).
3 “Report: The War on Marijuana in Black and Whit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June 2013. Accessed November 
03, 2016. https://www.aclu.org/report/report-war-marijuana-black-and-white.
4 “Felony Disenfranchisement | The Sentencing Project.” The Sentencing Project. Accessed November 03, 2016. 
http://www.sentencingproject.org/issues/felony-disenfranchisement/.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은 이사야 58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당신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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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특별 헌금



사람들의 자기 발달SELF-
DEVELOPMENT OF PEOPLE 
(SDOP)은 교도소에서 나온 
재소자에게 새로운 삶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올가 페드라자Olga Pedraza는 마약 사용으로 인한 감옥생활을 마치며 
그녀의 새로운 삶과 매사추세츠 주의 홀리요크에서 상담자로서의 직업을 
시작함에 흥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가의 
새로운 직업은 운전면허증이 필수로서 그녀가 유죄를 선고 받으며 취소 
되었던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4,5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는 그녀가 지불 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올가는 OGHS가 지원하며 감옥 대신 직장과 교육에 투자함을 후원하는 
이웃끼리neighbor to neighbor 라는 기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의 
감옥이 아닌 직장 캠페인은 출소자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을 
줄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돕도록 공공 정책을 바꾸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3월 20일, 이들은 중요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베이커
Baker 주지사가 다수 약물 범죄자들의 운전 면허증 취소와 이에 따르는 
벌금 제도를 폐지함에 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면허증이 갱신됨과 
함께, 올가는 그녀의 새로운 삶과 상담자로서의 일을 시작하며 다른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함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불의의 패턴들  
Patterns of Systemic Injustice
구조적인 불의는 인종차별의 다른 모습들보다 인식하기가 더 어려우며, 끄집

어 내기란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구 발표에 의하면 사회 제도—예를 들

어 학교, 사법 제도, 은행, 그리고 정치 기관—는 사람들의 인종 혹은 계층에 

따른 불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유색인종에

게 평등하지 않은 기회 그리고 이들 커뮤니티 성장에 방해를 가져왔습니다. 

OGHS가 지원하는 사역은 전과자 교육 및 보조를 제공하는 일들이고, 또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공공 정
책을 수정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대량 강금Mass incarceration은 분명하게 인종적 충격을 전합니다: 

미국 죄수들의 70 퍼센트가 유색인종입니다. 

범죄자의 40%가 넘는 통계 인원이 주립 교도소에서 출소 한지 3년 안

에 다시 구속됩니다.   

깜짝 놀랄 인종적 편견: 흑백 비중에서 마리화나 사용은 대충 비슷합니

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지로 구속되는 흑인은 백인보다 3.7배나 그 비율

이 높습니다.  

 13명 중 한 명의 아프리카 계 미국인은 범죄기록 때문에 법적으로 투표

할 권리를 거부당하여 투표를 못합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에 헌금함으로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관대하게 나누세요. 

헌금하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의 회중을 통하여

지금 20222 로 텍스트 문자를 OGHS 앞으로 $10 보내기

presbyterianmission.org/give-og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