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  

선교를 위한 주제 보고 

 

우리 대부분은 어떤 우편물을 받고 있습니까? 고지서와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지금과 

같이, 예쁜 봉투에, 아마도 손으로 주소가 쓰여 있고, 멋진 내용물로, 쿠폰과 광고 및 유틸리티 

고지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이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초대받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때때로 교회는 우리가 의무 혹은 책임으로 하는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입 조건과 

시간적 요구 사항, 돈과 …. 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신에 '초대장'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보화를 나눌 때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초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성만찬 주일에서 저는 '초대'보다 더 

적절한 단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의 신자들에게 문호를 열어 놓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자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공언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킴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문을 폭력의 생존자들과 상처입은 자들, 즉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연민으로 힘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열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화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초대하시고, 폭력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세계 증인 헌금을 통해 화해를 가져오도록 

우리 자신을 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물을 통해 과테말라와 같은 나라와 지역에서 학대를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기부는 이곳에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과 콩고 민주 공화국과 같은 곳에서 내란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평화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한때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을 모아주고, 이 땅의 참전 용사들이 이라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치유와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25%는 우리가 이 회중에서 지니고 있는 

(귀하 자신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사역을 돕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라는 말씀과 같이 이는 그리스도의 초대와 

제의에 대해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과 이 

선물들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그 말을 믿으십시오. 평화가 진정으로 '때마다 일마다' 제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과 방법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행한다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기도합시다 ~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우리의 문은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해 초대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