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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ace & Global Witness Offering is one of four 
annual special offerings. The church-wide Special  
Offering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lay an 

important role in defining what it means to be a connectional church in the twenty-first century, bringing 
together the diversity of the PC (USA) to focus and take faith-based action on shared concerns. The  
Offerings offer opportunities for partnership, learning, and witness and profoundly affect the life of the 
church as a collective witness to Jesus Christ’s love for the whole church. 

우리의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은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와 전세계의 불의의 시스

템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행한다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헌금 방법

여러분의 회중을 통하여

http://pcusa.org/peace-global에서 신용카드로 온라인 헌금

56512로 문자 Peace(영문)을 보내어 전 세계의 평화 운동에 대해  

배우고 기부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 평화를 위한 일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 안에서 혐오의 

힘을 깨고 폭력과 분열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

시는 무한한 평화가 있기에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헌금에 동참합니다.

헌금은 장로교인들을 적극적인 평화주의자로 모으고, 우리에게 이 일을 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등을 

다루고 화해를 키울 수 있는 자원을 만들고 우리의 세계 형제자매들을 지지합니

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계가 너무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디에서 

볼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

운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심을 아는 데 힘

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평화”를 주시도록 바울의 기

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행한다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평화는 능동적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평화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글로벌 증거 헌금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평
화를 서로 나눕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찾으며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심을 아는 데 힘을 얻습니다.

  평화와 글로벌 증거 헌금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교
회의 문을 초월하여 이 마을의 한계를 넘어 멀리까지 느낄 수 있는 국경 
너머로 나눕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교회 파트너들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나눌 
적극적인 평화 운동가가 됩니다.

  모든 장로교인들과 연결하여 모든 나라가 어린이 병사의 사용을 금지하
는 의정서에 서명하도록 권장하는 Red Hands Campaign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인신 매매의 징벌을 종식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
게도 그들의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