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은 우리를 금
식의 새로운 방법으

로 부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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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에 헌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금식에 가담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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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커뮤니티의 변화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면 

56512로 Sharing을 텍스트 문자로 보내세요.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특별 헌금



—우리의 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누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은 
부르심과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의 
깊은 사랑을 필요한 자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회중 혹은 온라인으로,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을 통하여, 관대하게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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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OP는 가난, 억압, 및 부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구조를 바꾸어 주는 
기본적인 그룹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PDA는 온 세계의 재앙에 응답하며 장기적 회복을 세우기 위한 도움과 함께 음식, 
식수, 그리고 피난처와 같은 즉각의 구호를 제공합니다

PHP는 환경 청지기, 교육, 그리고 아웃리치를 포함한 장기적 해결책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배고픔을 완화시키는 일에 헌신합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당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