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대책
및 재개발
가뭄,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및 
시민 폭동 —이런 모든 비극들이 비참한 
생활을 만듭니다 . 이미 전 세계의수백만 
가족이빈곤속에 살고 있으며,이 같은 
재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커뮤니티 전환작업에 더불어 
월드 리뉴 (World Renew)는그들의 삶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생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이러한 재해 복구에 자비로 
대응합니다.

국제—월드 리뉴 (World Renew)는재해 
비상 식량, 위생 용품, 담요,물, 방수천 및 
필요한 기타 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재해 
및 위기에 대응합니다.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을 따라월드 리뉴는 종자씨 및 도구, 
새로운 축산물, 스몰 비지니스 대출 
및 주택 재건을 통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캐나다 
푸드그레인 은행에 멤버쉽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필요한 사항은 재해 직후 충족 할 수 
있습니다.또한 월드 리뉴는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종종 
재해 대책 및위험 감소 훈련에 재해 
대응 활동을 묶어추후 재해의 타격이 
감소됩니다. 

북미 —월드 리뉴의 재해 복구 서비스 자원 
봉사자들은 북미내 재해 피해자에게 
희망과 도움을 줍니다.이러한 자원 
봉사자들은 재난 현장에서 독특한 
녹색, 월드 리뉴 티셔츠를 착용하고 
재해 폐기물을 청소하며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고, 집을 수리하고 다시 
재건합니다.월드 리뉴는 또한에 북미내의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 
재난 대응프로그램은 각 재난 현장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을 이룹니다. 
저희는지역 그룹과 함께 작업하여, 월드 
리뉴의 작업이 완료이후 필요한 지원과 
장비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World Renew – 미국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1-800-552-7972

World Renew – 캐나다 
3475 Mainway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1-800-730-3490

월드 리뉴는 북미 개신교(CRC)의 
기관입니다하나님의 사람들의 관대한 지원만 
받게되며 CRC 지원 없이 제공을 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5

월드 리뉴 (World 
Renew)일람



세계와
커뮤니티 갱신
월드 리뉴는 북미와 전세계에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일하여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커뮤니티 
재건을 완수 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눠 드리는 인쇄물은 가족 오늘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직업이 가족이 내일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습니다.

소규모의 자영업을 통하여 가족에게 
도움을 주며 소득과 자산의 꾸준한 
흐름과 성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살면서…
•	 함께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며
•	 삶의 질에 혜택이 되는 프로그램에 

함께 하며 
•	 적극적으로 학습을 

추구하고이해하며 
•	 모든 사람들의 재능과 타고남을 

환영하며 사용하여 
•	 지역 지도자를식별, 개발 및 확인하며
•	 적극적으로 시민 생활에 참여하며
•	 자비와 관대함이 넘치며
•	 불의에 대항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이 중에 최선입니다.

이것이 월드 리뉴가 전 세계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돕고 노력하는 재건과 변환의 
유형입니다.

공평하게 생활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봉사하기
기독교 세계 구호 위원회는 현재 월드 

리뉴라고 불리 우며 전세계에서 사랑, 

생명 및 자비로 일하며 기독교적인 재해 

대응, 개발 및 공정 기구입니다.우리 

헌신적인 직원들이 전세계에서 극빈한  

30 여개국에서 커뮤니티 재해 복구 

및빈곤 해결을 위해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것에 그들의 삶을 갱신하고 긍정적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입니다.

그 결과, 월드 리뉴의 노력은건강과 

성인 문맹 퇴치 교육, 소득 증가와 식품 

생산, 성장하는 지역 교회와 리더십을 

향상합니다. 

또한 월드 리뉴는 재해로 피해를  받은 
북미 지역사회의 복원 지원을 위해 그 
지역 교회와 개인이 그들의 삶에 정의로 
살아가고 자비를 사랑하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글로벌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배경과 관심이 무엇이든,월드 리뉴는  
이런 전세계 적인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월드 리뉴는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들은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두고 
관계에 기존 사명감과 영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위한 엄청난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가난을 극복하고 
부정을 이기며 재앙에 대응하는 엄청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월드 리뉴는 
전세계에서 지역 교회와 기관을 통해 
사역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와 함께 월드 리뉴는 
제공합니다 :
•	 농업 교육 
•	 성인 문맹 퇴치 교실
•	 시민 교육
•	 집사 교육
•	 재해 대응 및 복구
•	 재해 방지 훈련 및 위험감소
•	 제자훈련
•	 비상 식량 분배
•	 환경 보호 프로그램
•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
•	 HIV와 AIDS에 대한 인식 및 예방
•	 소득 생성
•	 공정한 법무 교육 및 지원
•	 지도력 개발
•	 조직 강화
•	 난민 정착 (캐나다)
•	 예금 기반의 신용 및  대출 프로그램
•	 스몰 비지니스 개발
•	 자원 봉사자 배치
•	 우물 찾기 및 식수 처리
•	 기타 등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 리뉴는 당신이 저희의 저희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참여를 원하시면 추가 
양식을 사용하세요. 

다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합니다: 

자원봉사
현재 다니시는 교회나 커뮤니티에 
월드 리뉴를 홍보 할 수있는 방법 
아동 및 청소년을위한 리소스
Free A Family(무료 가족) ® (월별 
기부약속 프로그램)
특정 국가 나 주제 (지정해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드 리뉴의 전자 뉴스레터를 받고 
싶습니다. 이메일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월드 리뉴에 기부를하고 싶습니다$_____. 
제 수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신용 카드 청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효 월 및 년도 :  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   ________________________

주 /도 :  _______________________

ZIP / 우편 번호 :  ________________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