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을 통하여 멀리 및 가까이서 돕는 삶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을 마친 후 다시 일거리를 찾고 있는 그의 이름은 크레이그 로켄바하 Craig Rockenbach입니다. 

고용주는 전직 범죄자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이 있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형사상의 구속으로 감옥에 갈 확률이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크레이그의 도전이었고 

필사적으로 직면하고 싶었기에 감옥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직업 지원, 멘토링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아이오와 주 아이오와 시의 Inside Out Re-entry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그의 경험은 아이오와 시티 다운타운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회에 감격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Rockenbach는 말했습니다. 

아이오와 시의 제일장로교회는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의 일부를 Inside Out에 기부함으로써 

Craig와 같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도전은 많은 형태와 많은 

모습을 취하며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이오와 시 회중은 또한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을 돕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콩고 민주 공화국의 힐링 하트 Healing Hearts 사역에 

일부를 기부하였습니다. 

콩고는 아이오와 시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일장로교 사람들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회중의 일부는 콩고에서 폭력을 피하여 도망쳐 온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일장로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한 콩고인들을 비롯한 20여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힐링 

하트는 콩고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잔인한 내부 갈등으로 인한 외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천 명의 콩고 아이들은 총과 마체 machetes를 휘두르는 민병대가 마을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일장로교회 교인들은 힐링 하트 Hillary Hearts와 인사이드 아웃 커뮤니티 Inside Out Community에 대한 

지원으로 전국의 장로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슈와 인근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우리와 같은 회중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 이름]에서 우리는 평화와 

세계 증인 헌금의 우리의 몫을 [이렇게 ...] 사용했습니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은 미국 전역과 전세계에서 화해를 위해 힘을 실어주는 사역을 

지원하고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치유를 촉진합니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의 

절반은 전 세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교회에 전달됩니다. 지역 평화와 화해를 

위해 교회는 25%를, 지역 수준의 비슷한 사역을 위해서는 중간공의회를 위해 25%를 보냅니다. 

이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크레이그 Craig와 같은 사람들, 콩고 사람들, 우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지합니다. 

 

기도합시다 ~ 

그리스도여,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폭력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눈을 뜨게 하소서. 치유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