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14

2-
16

-2
83

하나님의 식탁에서는 
평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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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를 통해

20222번호로 PEACE라는 문자를 텍스트해 보내면 10불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presbyterianmission.org/give/peace-global 

평화는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전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평화와 정의와 화해의 식탁을 
베푸십니다. 이번 세계 성찬 주일(10월 2일)에 여러분이 
보내시는 평화 및 글로벌 증거를 위한 특별 헌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식탁으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관대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가장 깊은 정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콩고 민주 공화국 (DRC)은 거의 20년 동안 끊임 
없이 내전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내전은 공식적으로 
2003년에 종식되었지만, 콩고 동부 지역에서는 
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전쟁 관련 
성 폭력의 희생자들입니다. 어린이들은 민병대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투리(Ituri) 지역 신교 여성 동맹의 대표단이 더 이상은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의 원수들을 정의의 식탁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무시무시한 반군 
지도자 Cobra Matata가 숨어 있는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1년 이상 동안, 그들은 Cobra를 계속해서 방문하여, 
그에게 무기를 내려 놓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용기와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Cobra가 콩고 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신호에 의해 고무된 동부 콩고 지역의 여성들이 
다른 전쟁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평화 및 화해를 위한 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장로교인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여성들은 콩고 내전으로 인해 생긴 깊은 영적, 신체적, 감정적 
상처들의 치유를 시작하여, 영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내전 관련 사건들로 인해 540만 이상의 
국민들이 죽었다. 그들 중 거의 절반이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다.1

• 콩고 동부 지역에는 적어도 70개의 무장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다.2

• 2015년 후반 통계에 의하면, 콩고에서는 약 
290만명 이상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3

• 2009년부터, 31,000명 이상의 소년과 
소녀들이 무장 그룹들에 의해 군인으로 
모집되었다.4

• 동부 콩고 지역에 거주하는 약 131만 명의 
여성들이 성 폭력을 경험했다.5 

콩고 민주 공화국 내전으로 
인한 결과

여러분은 평화 및 글로벌 증거를 위한 특별 헌금에 참여함으로, 
심지어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의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평화구축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