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에 처한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을 보세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행 2:39

세 가지 참여 방법

당신의 교회를 통해

오순절 헌금하기 혹은 더 알기 원하시면 56512로 YOUNG문자를 
보내시거나 www.pcusa.org/pentecost 를 방문하여 주세요.

웹싸이트를 통해 (presbyterianmission.org/give/Pentecost)

더 유망한 미래를 향해 기부하세요
오순절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은 청년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돕고 있습니다.

40%는 여러분의 교회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및 지역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25%는 청년 자원 봉사단 (YAV)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세계 도처의 

여러 지역사회들에서 섬기고 변혁적인 크리스천의 섬김을 통해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25%는 청소년 사역에 쓰여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들을 지도자 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줌으로서 

그들을 안내하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10%는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세계 도처의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을 개선하고 그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역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C ARLENE SCHLEIDER

오순절
특별 헌금
위험에 처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  



Parkway 교회 교인인 카렌 웨어 잭슨(Karen 
Ware Jackson)은 캘리포니아에서 청년 지원자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신학교에 다녔으며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에 있는 믿음 장로 교회의 
목사로 사역합니다. 

유스 그룹은 오순절 행사 비디오 콘테스트에서 
우승하고 2016 청소년 집회에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두 명의 청소년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새로워진 영성과 경험을 그들의 코퍼스 크리스티 
공동체에게 전하였습니다.  
 

파크웨이 교회는 그들의 오순절 헌금에서 40%
의 지분을 사용하여 지역 대피소가 그들 공동체의 
여성과 어린이 노숙자들을 위해 비상 및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파크웨이 교회는 오순절 헌금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낌없이 오순절 헌금으로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의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떻게 커져 나가는지 바라보십시오.

2016
청소년 집회

공동체

YAV

텍사스 주 코퍼스 크리스티의 파크웨이 
장로교회는 그들 젊은이들의 미래를 지원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하시는 지를 
보았습니다.

 
 

 
“오순절은 우리 교회 정체성의 큰 부분입니다,”라고 
파크웨이의 부목사인 Laura Neely는 말합니다.

“오순절의 붉은색”은 레드 카펫부터 티셔츠 및 기타 교회 교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아하는 색입니다. 오순절 주일에 교회는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오순절 헌금을 받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축하합니다. 
파크웨이 교회는 그들의 젊음이들이 넘치는 관대함의 결과로 성장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주일은 일년에 한 번씩만 옵니다,”라고 Neely는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오순절 헌금의 영향은 분명히 일 년 중 남은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순절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의 교회와 세계의 
젊은이들의 삶과 신앙을 심화시키고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순절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은 삶을 풍부하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와 
세계 청소년들의 신앙을 깊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RE V. L AUR A NE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