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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을 헌금하시려면 20222로 PEACE 문자를 보내주세요

정면에 있는 이미지: 평화를 기원하는 공개 벽화는 남 수단 사람들이 고통받음에 지친 남 
수단의 젊은 공동체인 AnaTaban(“나는 피곤하다”를 의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남 수단에서 폭력과 박해를 피하면서 
그들과 다른 사람들은 마을, 난민 캠프, 및 최고 권력의 모든 
곳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으로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세계 평화와 화해의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평화와 화해

관대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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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지속된 꿈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평화와 화해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  
함께하며, 옹호하고, 또한 교육하는 평화 구축 사역을 통해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할 

것입니다. 

 
관대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남 수단은 2011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내에 이 신생국가의 
희망과 축하는 폭력적인 정치적 내분으로 변했습니다. 

폭력이 전국으로 퍼져 나감에 따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과 
마을에서 도망쳤습니다. 남 수단의 평화와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에큐메니칼 기관인 RECONCILE에서 일하는 성직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존 캐미(John Khamis, 위의 사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존은 현재 Bidi Bidi 난민 캠프에서 27만 명의 다른 남 수단 사람들과 
함께 배급된 식량과 깨끗한 물을 귀중한 필수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혼잡한 상황은 경쟁 인종 그룹에 대한 분노를 
심화 시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존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평화 구축에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동료 카운슬러를 
양성합니다. 그의 신앙은 복음의 깊은 희망 속에 있습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에 대한 귀하의 선물은 평화의 지속적인 
추구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 수단의 평화를 위한 필요성

약 340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그들의 고향에서 
도망쳤으며,1 이는 18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2

전쟁으로 집과 농작물이 파괴되어 기아로 이어집니다. 약 
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