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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은 새로운  인큐 베이트 파트너로서 

신앙에 뿌리를 둔  쇼셜 서비스 기관인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가 NBA 의 열두 번째 인큐 베이트 파트너로 함꼐 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GLCRC)는 2018 년 캘리포니아 로스 

앤젤레스에 설립 된 이민자와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GLCRC 는 아기들을 위한 데이 캐어 ,  유치원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한글 학교, 

리소스 센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고,  아이들과  저소득층 

가정과 싱글 부모님의 아이들을 위한  스페인어 및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김효철 목사가 설립을 했고 가족들이 한국에서 와서  

이민 가정으로 느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리소스와 

시스템들이 필요를 느끼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경제적으로 살기 가장  어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저소득층과 편부모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제공 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어디서부터 

찾아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로스 앤젤레스는 매우 다양한 도시로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며  공통적으로  언어 장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보 제공을 위한 통역 및  차량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도시입니다." 



현재까지 GLCRC 는 토요일 한국어 학교에서 2,400 명 이상의 어린이, 방과 후 주간 프로그램에서 

1,500 명 이상의 어린이를 캐어 했으며, 350 명 이상의 성인과 노인이 그들을 연결할 수있는 정신 

건강 자원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NBA 인큐 베이트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GLCRC 는 양해 각서를 통해 NBA 와 파트너십을 맺은 

제자회 관련 건강 및 사회 봉사 단체입니다. NBA 의 사명에 따라 GLCRC 는 로스 앤젤레스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Good Life 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쇼셜 사업 대표 

이사 Darnell Fennell 은 말합니다. "Rev. Kim 은 연례 2018 에 있었던 SENT 세미나에 참석 한 후에 

NBA 에 연결되었습니다. SENT 에 처음 참석했을 때이 조직이 이미 달성 한 목표에 이른 것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Good Life 가 이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확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일반 사역 인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은 회중, 

지역, 일반 사역, 다양한 제자회  관련 건강 및 쇼셜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연민과 보살핌의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1887 년에 6 명의 여성이 그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창립 한 NBA 는 13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알고 싶다면  

www.nbacares.org 에서 알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