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오늘은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하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을 걷는 가장 적절한 이 날은 평화조정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연민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 증인이 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살후 3:16). 

세계 성찬 주일은 원래 알려졌 듯이 1936년 장로교회 교단의 실천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우리와 함께 축하에 초대되어 축하 행사를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장로교회가 더 큰 에큐메니칼 교회들에게 선물로 전하며 오늘날 많은 교단에 의해 세계 

각국에서 축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식탁이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우리는 강간 문화가 용납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연합된 국가와 전세계 사람들과 우리 식탁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은 여성 3명 중 1명이 성에 기반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다루기 위해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다수의 사역 및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전에 감금된 사람들과 우리의 식탁을 공유합니다. 전국의 

성도들과 중간공의회는 보다 나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의 그들의 몫을 사용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탁을 분쟁에서 발생하는 피난처와 화해를 찾는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우리의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역 및 공동체 차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며 증언을 더욱 먼 곳에서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탁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을 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합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때마다 일마다 평강"에 대한 공약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을 기꺼이 나누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할 때, 그것은 많이 늘어납니다. 

 

기도합시다 ~ 

우리는 주님의 초대장으로 와서 주님의 식탁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서 

영양분을 받고, 회복하며, 화해하여, 우리가 서로 그리고 주님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 및 

세계 증인 헌금으로 주신 은사로 모든 교회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