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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참여 방법 —

당신의 교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오순절 헌

금을 보내기 원하시면 

56512로 YOUNG문자를 보내거나

웹싸이트를 통해  

(www.presbyterianmission.org/

give/Pentecost)

신앙의  

기초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어  

평생의 신앙과 봉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헌금으로 봉헌할 때,  

여러분은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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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 시편 71:17

신앙 생활을  
구축하다

오순절 헌금은 네 가지 연례 특별 헌금 중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회의 교회 전체 특별 헌금은 21세기 연결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회의 다양성을  

집중시키고 공유된 우려 사항에 기반한 신앙적 행동을 가져옵니다. 헌금은 파트너십, 학습 및 증언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집합적인 증거로서 교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순절 헌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강한 
시작과 신앙의 확고한 기반으로 인생을 열도록 도와줍니다.

40% 
이 회중과 함께 머물면서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25% 
전 세계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청소년 자원 봉사자(YAV)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독교 봉사를 통해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25%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지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와 사자로 그들을 이끌어 줌으로써  

청소년을 인도하도록 돕습니다.

10% 
교육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위해 쓰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여 개인의 신앙 생활을 세우는 전체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도우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오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문을 열어 주심을 축하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에 신앙으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이 특별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1년간 하나님과 이웃을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을 
분별하며 사역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어린이 교육, 세상의  
변화Educate a Child, World of Transform” 라는 국가적 계획을 통하여  
공립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형성함에 다른 사람들과  
합류합니다.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5,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삼 년 
주기 장로교 청소년 컨퍼런스에 모여 예배하고 배우고 함께 
봉사합니다.

오순절 헌금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들을 돕고  
그들의 신앙, 생각 및 특별한 선물을 교회와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교회 차원의 노력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원은 미래교회의 주인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