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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평화와 화해

우리의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은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전세계에 걸쳐 불공정한 시스템을 다루므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게 합니다.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보태도, 많은 것이 모이게 됩니다!  

헌금하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http://pcusa.org/peace-global

56512 로 문자 PEACE 를 보내시면 전 세계에 걸친 
평화 증진 노력에 대해 더 아실 수 있고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은 네 번의 연간 특별 헌금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의 전교회적인 특별 헌금은 
21세기에 교회 간의 유대관계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의 다양성을 응집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믿음의 행동을 집중시키고 이를 실행시킵니다. 이 헌금은 협력, 학습, 증거의 기회를 제공하며 온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집합적 증거로서의 교회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 및 글로벌 증거
특별헌금
평화와 화해



"HIV 와 AIDS 는 여전히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인디애나 사우스 벤드의 제일장로교회 성도인 필리스 웨즈먼 (Phyllis 
Wexeman)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Malawi Matters—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의 HIV 및 AIDS 교육을 계발하고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의 4천만명의 사람들이 HIV/AIDS 를 갖고 있는데, 그중 2천  
6백만명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아래의 국가들에 거주합니다. 

"말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진 선교입니다"라고 웨즈먼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가장 민초적인 수준에서 의미있는 훈련을 
스토리텔링, 음악, 미술에 근거한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에서부터 마을  
주민들이 이 질병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물품으로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배우고 돌보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관계형성을 통하여 이 모든 일 이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Malawi Matters의 HIV/AIDS 교육으로 차별이 감소하고 낙인이 극복되고,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라도 폭력을 종식하고 

화해를 도출하는 노력에 우리를 헌신하는 수단이 됩니다.

평화는 적극적이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평화는 행함이지,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주고자 했던 자유와 존엄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든 시대에 모든 방법으로 전합시다.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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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본 헌금의 50%는 지구촌 

전역에서 장로교에 의해 

진행되는 

평화와 화해의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25% 

 
본 헌금의 25%는 중간  

공의회에 보내져서, 

우리 지역 내의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의 평화 

증진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25% 

 
본 헌금의 25%는 우리 

교회에 사용 되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화해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