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평화와 화해

우리의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은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와 전세계의 불의의 
시스템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행한다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헌금 방법

여러분의 회중을 통하여

http://pcusa.org/peace-global에서 신용카드로 온라인 헌금

56512로 문자 Peace(영문)을 보내어 전 세계의 평화 운동에 

대해 배우고 기부하십시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은 4개의 연례 특별 행사 중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회의 전체교회 특별헌금은  
21세기에 연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회의 다양성을 집중시키는  

신앙과 공유된 우려 사항에 기반한 행동을 가집니다. 헌금은 파트너십, 학습 및 증언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 교회
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집합적인 증거로서 교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평화와 화해

그리스도의 초대로 
우리의 문은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해 초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년 후 매튜 프리커Matthew Fricker 목사는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이라크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

꼈습니다.

프리커 목사는 자신이 이라크로 돌아왔을 때 경험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가족, 전쟁, 재건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밝은 미

래를 희망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파트너십

을 통해 화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화합에  

대한 열정을 평화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은 치유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능동적인 평화주의자로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기에 세상의 자매들과 형

제들을 지지합니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에 대한 귀하의 헌금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도바울과 합류합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평화는 능동적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평화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에게 원하시는 자유와  

존엄을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드립시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 % 

헌금은 우리 공동체에서의 평화 유지와 화해를  

지원하기 위해 회중에 남습니다. 

25 % 

헌금은 우리 중간공의회에 보내어져 우리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우리 지역에서의 평화 운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50 % 

헌금은 전 세계 장로교인들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일을 지원합니다.

우리의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은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와 전세계의 불의의 시스템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리커 목사와 이라크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회원들은 암가드Amgad 목사와 주헤어Zuhair 장로와 함께 평
화를 축하한다.

Rev. Matthew Fricker 
on duty in Ir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