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이제 여러분은 마태복음 25 장 사역 교회가 되셨습니다...

아마도 이미 빈곤 퇴치, 인종 차별 철폐 그리고/또는 교회의 활력을 위한 사역을 하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혹은 마태복음 25장 사역에 관해 더 많은 아이디어나 다음 단계를 탐색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제안을 살펴보시고 여정을 시작해보십시오. 

•  ‘마태복음 25장’ 가이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팀을 고르셔서 회중이나 예배 공동체가 ‘마태복음 25
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기 위해, 여러분의 상황을 평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회중이 가진 은사와 강점을 생각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 우리 
이웃에는 누가 있는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다가가야 할까?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파트너와 
지지자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여러분이 놓인 환경에서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하세요. 마태복음 25장 교회가 되는 
유일하거나 옳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모든 활동을 포함 시키십시오 —활동이 행해질 시기, 활동을 
이끌었으면 하는 사람, 활동이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보십시오. 

• 매년 평가하십시오. 당신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시키거나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사역에서 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약자 :  = 회중의 활력 구축,  = 제도적 빈곤 근절,  = 구조적 인종 차별 철폐)

1. 농업 법안(Farm Bill)이 타당한 정책을 세우도록 지지활동을 펼치십시오. 농업법은 2023 년에 논의와 
투표가 진행될 중요한 국가 법안입니다.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동 영양 공급, WIC/SNAP 혜택, 학교 급식 
혜택, 소규모 및 가족 농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이러한 영양공급 정책, 건강 및 
식품 안보 정책이 보장되도록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주중에 지역 사회 단체가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빈곤을 근절하고 인종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하는 지역 사회 단체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세요. 이러한 단체는 방과후 교실, 직업 교육, 인종차별 철폐 
교육, 제 2외국어로 영어 교육, 지역 사회 조직 등 여러 강좌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국장로교가 ‘전도의 8 가지 습관’에서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세요 (8habits.org). 
4. 일 년에 세 번의 주일을 선택하여 ‘마태복음 25 장’ 주제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해보십시오. 2023년, 교단 

전체적으로 1월 15일(구조적 인종차별), 3월 19일(교회의 활력), 11월 26일(만연한 빈곤)를 ‘마태복음 25
장’ 사역 에 중점을 둔 주일로 보냅니다. 위에 제안된 주일을 사용하거나 각 교회에 적합한 다른 주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 별로 찬송가/본문을 선택하거나, 제안된 예배 자료를 참조하시거나, 
마태복음 25 장 성경 공부에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
matthew-25/matt-25-resources. 

5. 인근에서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빈곤, 노숙자, 
구조적 인종 차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일을 해 봅시다. 많은 신앙 기반 지역 단체가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신탁 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Poor People’s Campaign의 주 지부나 전국 센터와 연결해보십시오. 이들은 빈곤을 종식시키고, 인종 
차별과 싸우고, 군국주의를 멈추고, 투표권을 지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공동체 
건설하고 전국적인 도덕 운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poorpeoplescampaign.org 를 방문해보십시오.  

7.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나 인종차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일하는 단체에 
금전적인 기부를 하시거나, 여러분이 진행중인 사역의 예산에 포함시켜 보십시오. 해당 단체의 지도자를 
초정하여 여러분의 교회에 그들이 하는 일을 알리십시오.   

8.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다른 나라의 사역과 조직은 어떻게 빈곤을 종식시키고 억압을 해소하며 

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atthew-25-sharing-our-stories/
http://8habits.org
http://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matt-25-resources
http://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matt-25-resources
http://poorpeoplescampaign.org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세계 사역의 이야기를 알아보고, 전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미국장로교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의 편지를 읽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pcusa.
org/missionconnections 를 방문해보십시오. 

9. 현금 보석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움직이십시오. 현금 보석금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소수인종들에게 특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만 투옥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판결이 날 때까지 자유로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소된 범죄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있습니다. 한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투옥되면, 
직장이나 자녀 양육권 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은 더욱 심화됩니다. bailproject.org 을 읽어 
보십시오.  

10. 다른 교회, 노회 또는 그룹(‘마태복음 25장’ 그룹 및/또는 새로운 이민자 예배 공동체)과 협력하고 관계를 
구축하여, 공통된 ‘마태복음 25장’ 사역에 대해 배우고 함께 일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문의  
• 사역 기금 담당자(MEA)에게 문의하십시오. 는 여러분의 교회와 중간 공의회가 원하는 바에 따라 대면 및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EA는 또한 ‘마태복음 25 장’ 사역에 관련된 자원을 
제공하는 미국장로교 프로그램, 직원들과 연결시켜 드립니다. 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
mission-engagement-support/mes/our-team 을 살펴 보십시오. 

• 다른 ‘마태복음 25 장’ 사역 회중이 한 일에 대해 읽어 보세요!  
  › 관련 이야기는 presbyterianmission.org/story/category/matthew-25/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른 교회나 중간 공의회와 온라인으로 소통해보세요! 서로 네트워킹과 정보 교환을 해보십시오. 
  › 페이스 북 그룹 : facebook.com/groups/375814746618395 
  ›  마태복음 25 장’ 앱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지역의 인근 ‘마태복음 25 장’ 교회 및 그룹을 찾으십시오: 

presbyterianmission.org/download-matthew-25-app 
•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배우고, 연결하고, 행동하고, 나눌 때,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마태복음 
25 장’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pcusa.org/matthew25 를 방문해 보십시오. 각 
주안점 (회중의 활력 구축, 구조적 인종 차별 철폐, 만연한 빈곤 퇴치)을 클릭하면, 각 
주안점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별 자료들과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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