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평화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Resources:
1 Johnson, Kirsten et al. “Association of Sexual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erritories of the Easter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JAMA 304 (2010): 553–62. Web. 20 
April 2016. 

2 “Key Gun Violence Statistics.” Brady Campaign To Prevent Gun Violence, n.d. Web. 20 April 2016. 

3 “AP poll: U.S. majority have prejudice against blacks.” USA Today, 27 Oct. 2012. Web. 20 April 2016.

당신의 교회를 통해

20222번호로 PEACE라는 문자를 텍스트해 보내면 10불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presbyterianmission.org/give/peace-global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모든 폭력의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평화의 
식탁을 베푸십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를 위한 여러분의 
헌금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식탁으로 나아오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세계 성찬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지어 우리의 가장 깊은 분열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대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잔혹한 행위들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억제되지 못하여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이해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시편 78:19절에 기록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평화 및 글로벌 증거가 진행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의 증거를 통해 평화의 
식탁을 베풀고 계십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를 위한 특별 
헌금을 통해, 장로교인들은 우리 시대에 가장 도전적인 갈등들 
중의 일부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역사하고 있는 몇 가지 실례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성 폭력, 콩고 민주 공화국 (DRC)
1994-2010년까지, 동부 콩고에 사는 약 40퍼센트의 
여성들이 성 폭력을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그중 74퍼센트는 
그들의 경험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1

그리스도의 평화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 동역자들의 지원을 받은 콩고 민주 공화국 
여성들이 악명 높은 전쟁 지도자인 Cobra Matata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 놓고 콩고에서 치유가 시작되기 위해 
정의의 식탁에 그들과 함께 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미국 총기 폭력
평균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는 매일 297명이 총기 관련 
사건들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2

그리스도의 평화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죠지아 주 Decatur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변화의 식탁 
둘레에 모여, 물 펌프의 부속들을 만들기 위해 총기들을 모아 
녹였습니다.

인종 차별과 편견적 태도
많은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인종적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3

그리스도의 평화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덴버에 있는 두 교회—하나는 주로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주로 백인들로 구성됨—가 “슬픔 감정을 
표현하는 주일”(Soulful Sundays)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의 
식탁에 둘러 모여, 함께 노래하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중 25퍼센트는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의 평화 구축 
및 증거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교회에 의해 쓰여집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를 위한 헌금에 참여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평화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사역들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