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7년 NBA가 설립 된 이래 우리 사역의 중심 주제는 긍휼과 
보살핌의 공동체들을 창조하는 제자회(DOC)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NBA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치유에 대한 많은 

요청들을 받았고, 이에 응답해 왔습니다. 우리는 마이클 브라운 
Michael Brown의 총격 사건 이후 세인트 루이스 St. Louis와 
훠거슨 Ferguson에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며, 적극적인 
행동주의 확장과 동등한 학습 옹호, 그리고 건강한 단체를 위한 
지역사회의 조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제자회 목회자들, 
지역의 활동가들, 그리고 교단 지도자들이, 이민, 구금(이민 
수용소), 그리고 정신 건강/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당함을 목격하는 
이민 억류 수용소 여행 Immigration Detention Immersion 
Trip 을 위하여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가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사회 정의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일은 이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 사례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투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NBA 사역의 핵심 
사역으로 NBA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이 의식을 

새로운 NBA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행동주의와 옹호실천

INSIDE: 
XPLOR: Rev. Dr. Ben Bohren on the Heart of NBA XPLOR
SOCIAL ENTERPRISE: Growing Sustainable New Ministries

NBA 코비드-19 
대응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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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여

제자회(DOC) 단체 보조금 
받음

 

보조금 수여를 받은 기관들 
합계 숫자

 

43%의 보조금 지원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용됨

NBAcares.org/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민과 구금에 관한 정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샌디에고와 티화나로 떠나는 2019 
NBA 제자회 집중 여행 2019 NBA Disciples Immersion Trip

(continued inside)

100만 
달러

117
개의 

173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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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고 이러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더십 개발, 

적극적인 행동주의와 옹호, 
그리고 협업 파트너십의 
세 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분야들과 
함께, NBA는 제자회(DOC) 
교회들,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역 그리고 지역 조직원들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해결하는데 동참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심 공약은 
불의와 제도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조직 

내 협업 파트너십과 모범 
사례를 통해 지역내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리더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회 정의 
운동을 개교회들과 제자회
(DOC)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계속 공유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참여 책임자 Director of 
Community Engagement
인 헥터 J. 헤르난데즈 마샬 
Héctor J. Hernández Marcial 
목사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직책에서 Héctor 
목사님의 주요 책임은 NBA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모든 
협력 관계를 확인, 확립 그리고 
심화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개발과 옹호, 적극적 활동,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조직하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이와 함께 Héctor 목사님은 
모든 NBA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공평하게 들리도록 할 
것입니다.
헤르난데즈 마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NBA에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2016년부터 해 온 작업의 
연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도적인 다음 단계 an 
intentional next step 
입니다.” “우리는 제자회 
커뮤니티들, NBA 보건과 
사회 복지 파트너들, 심지어 
아직 연결하지 않은 새로운 
그룹과도 협력 할 수 있는 
유형을 상상해 왔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NBA는 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공동체를 
지원하고 유지하기위한 기회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NBAcares.org/stories-

and-news에서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난 2월, NBA 정신 건강과 건강관리 새로운 계획 
Wellness Initiative 의 메니저로써 5년 이상 근무한 
엔젤라 화이튼힐-쉴드Angela Whitenhill-Shields 
목사님이 사임 하셨습니다, NBA에서 일 하시는 
동안, 엔젤라 목사님은 연설, 훈련,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심리 치료, 종교적 트라우마, 정체성 
개발 그리고 증상 감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 
왔습니다. NBA 회장이며 CEO 인 마크 D. 엔더슨
Mark D. Anderson은 “엔젤라 목사님의 일은 교회의 
차원에서 정신 건강과 건강관리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엔젤라 목사는 우리의 공통적 인간성이 우리가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겪은 정신적인 

NBA 정신 건강과 건강 관리 새로운 계획 
Wellness Initiative의 전환과 축하 

헥터 J. 
헤르난데즈 
마샬 목사 
Rev. Hector 
J. Hernandez 
Marcial M. 
Div., MAMFT, 
NBA 커뮤니티 
참여 디렉터 
NBA Director 
of Community 
Engagement

충격인 트라우마를 충실히 다루고, 그것을 포용하고 
치유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엔젤라 목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nbacares.org/
mental-health에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트힐-쉴즈 Whitenhill-Shields (맨 왼쪽)은 조지아 Georgia 지
방회의 목회자와 교회들을 위하여 전체적인 사역과 복지를 위해 
일한 조지아 정신 건강 계획 팀 Georgia Mental Health Initiative 
Team의 일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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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NBA는 첫 SENT 코호트 
cohort를 발표했습니다. 10
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2020 
SENT 세미나에 참석해서 NBA
의 사회적 기업 팀과 더 깊은 
수준에서 협력하여 새로운 
소셜 서비스 조직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SENT 참가자를 일회성 집단 
모임 인 SENT 세미나에서 1
년 내내 단체 모임의 실습으로 
안내합니다. 지난 10년 이내에 
설립된 혁신적인 제자회
(DOC)와 제후한 보건과 사회 

2021년 SENT Cohort은 Zoom으로 첫 번째 ‘허들 huddle’을 개최했습니다. 
YouTube.com/NBAcares의 YouTube 채널에서 코호트의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하십시오.

복지서비스 기관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권장됩니다. 
인큐베이터 파트너는 전문 
컨설턴트, 학습 기회, 동료 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최대 6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아이디어에서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새로운 사역을 
성장시킵니다.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벤 보헨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벤 보헨 목사님의 
리더십을 기리고 축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NBA Ben Bohren 목사님 리더십 기금을 
방문하세요. 
NBAcares.org에서 XPLOR의 핵심의 대한 벤 
보헨 목사님의 생각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벤 보헨 목사님은 NBA XPLOR의 미션 
스페셜리스트 Mission Specialist 역할에서 
은퇴하셨습니다. 벤 목사님은 NBA 스텝들과 
다양한 파트너 리더들과 협력하여 신앙 생활과 
정의 활동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는 제자회
(DOC)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주 서비스 프로그램 
residential service program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20명 이상의 XPLOR 
졸업생과 함께 8년째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XPLOR 프로그램은 
조정 해야했지만, 그 임무는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XPLOR의 핵심은 호스트 팀, 호스트 
목사님과 커뮤니티 참여 사이트가 XPLOR 
레지던트가 함께하는, 식사를 통한 공유, 이야기 
교환, 일상 업무, 활동, 배움의 시간, 즐거운 
시간 등을 통한 수많은 상호 작용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깊은 연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NBA XPLOR의 심장부 벤 보헨 Ben 
Bohren 목사님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NBAcares.org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XPLOR 레지던트 (현재 졸업생) Evan Stanfill과 Jack Veatch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벤 보헨 목사님.



733 Union Boulevard, Suite 300
St. Louis, Missouri 63108

NBA is a grateful recipient of Disciples Mission Fund support.
Your contributions help make stories and ministries like these possible. Thank you!

NBA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헌금하여 주십시오!
긍휼. 치유. 정의.   

국제 자선 협회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의 회의들, 이메일들, 전화 통화 또는 Zoom 
모임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보건과 사회 봉사 총체적 사역을 위한 대화와 
일상 업무 중에 이러한 단어 중 하나 또는 세 단어 모두를 발견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NBA는 25개의 제자회 지방회에있는 117개의 제자회 사역들과 교회들에게 직접 1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함으로 NBA는 보건과 사회 복지부 및 리더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살핌과 긍휼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보살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중요한 작업은 계속 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이 귀한 선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ISSION STATEMENT

Following God’s call, the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exists to inspire and connect the people and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to accompany 
one another in the creation of communities of compassion 
and care, and to advocate for the well-being of humanity.

NBAcares.org

/NationalBenevolentAssociation

@NBAdisciples

@NBAdisciples

(314) 993-9000

ENGAGE WITH THE NBA! 

http://nbacar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