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에 대한 귀하의 선물은 안전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 가정들에게 구호, 피난처, 및 희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업의 일원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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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찾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관대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귀하의 교회를 통하여

presbyterianmission.org/give/peace-global

헌금을 하거나 더 알기 원하시면 56512로 PEACE 문자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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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평화와 화해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수십 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690만명의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하여 집이 없습니다.2

중앙 아프리카 
수십 년 간의 싸움에서 약 450만 명이 남 수단, 
이디오피아, 및 케냐에서 폭력과 기근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2

시리아 
2016년에 1350만 명이 시리아의 지속적인 
폭력과 내전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망쳤고,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2

전 세계적으로 6, 530만 명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 이 사람들은 폭력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최고 수준의 세계적인 난민 위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요구 중 하나입니다.1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 (Peace & Global Witness Offering) 은 미국장로교회 전체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자신의 상황과 전세계에서 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올드 제일장로교회는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 5,000개의 곰 인형을 
구입하고 배달하기 위해 2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노회(PSF)의 일곱 교회가 함께 모여 오클랜드에서 난민들을 
재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PSF는 이 노력을 위해 교회들의 
기부금을 맞추어 평화 기금으로 1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의 장로교 사역은 세계 전역의 난민과 다른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교회 정책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옹호합니다

‘우리는 환영을 선택합니다’ 캠페인은  낯선 자를 환대하는 성서적 
부름을 실천함에 있습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의 수령자는 장로교 
평화 프로그램 및 유엔에서의 장로교 사역들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장로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자원은 presbyterianmission.org/we-choose-welcom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평화 운동가인 라미 알 마크다시(Rami Al Maqdasi)는 
필라델피아의 아이비랜드 장로교회에 영감을 주어 평화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교인들은 살림살이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모였으며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난민 가정을 위한 환영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