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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nte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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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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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설립 된 신앙의 기초는 평생의 신앙과 봉

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헌금에 봉헌 할 때, 여러분

은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일을 돕습니다.  

헌금 참여 방법 —

당신의 교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오순절 헌금을 보내기 원하시면 56512로 

YOUNG문자를 보내거나

웹싸이트를 통해 (www.presbyterianmission.org/give/Pentecost)

변화의 성령님, 우리의 자녀,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그들의 
평생을 함께 하는 신앙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러한 은사
가 주님의 교회의 미래를 형
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헌금은 우리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형성되는 신앙의 견고한 기초로 인생을 시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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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과거의 교회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오

늘의 교회에 계속 영감을 주시며 우리를 미래의 교회로 인도하십

니다.

장로교인들은 1998년에 오순절 헌금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 가

족의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을 위해 1,400만 달러 이상

을 모금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믿

습니다. 젊은이들이 강력한 신앙 기반을 구축 할 때 영감을 주고 

지원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신앙을 키웁니다.

매년 오순절 

주일에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도우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