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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sed Tomorrow is a partner with Disciples

친애하는 동료 사역자님들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12:30-31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제자회의 뿌리깊은 전통은 다른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덕적 도전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
후에 대한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아프게하며, 하나님의 피
조물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고, 미래 세대를 위해 번영하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호하는 기존의 방안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회 녹색 성배Disciples and Green Chalice”사역은 “축복받은 내일Blessed Tomorrow”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동봉된 “행동
하는 신앙Faith in Action: 피조물 보호를 위한 교회 도구일체Toolkit”를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 이 키트를 사용하여 피조물 보호
를 위한 리더십을 지원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동 지침 : 오염을 줄이거나 비용을 절감하도록 이 키트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참여시키십시오.

2 “행동하는신앙” 선언문 : 서명을 하고 프레임을 작성하며,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공유하십시오.
3 “행동하는신앙” 인포그래픽 : 제자회가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를 게시판에 붙이십시오.
4 샘플 설교와 성경 구절 : 설교에 영감을 주기 위해 이 키트를 사용하십시오.
5 믿음과 기후의 의사소통 지침 : 피조물 보호와 기후에 관한 최선의 의사 소통 방법을 위해서 이 키트를 읽으십시오.
6 “행동하는신앙” 교회 웹 사이트 예 : 이 예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웹 사이트에 ”Creation Care피조물 보호”를 붙여놓으십

시오.
“Faith in Action행동하는신앙” 비디오를 다운로드하여 교회와 공유하고, 5월 23일 무료 웹 세미나에 가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은 www.greenchalice.org를 참조하십시오. 이 툴킷은 온라인으로 검색 할 수 있으며 캐나다 프랑스어, 프랑스 크리올어, 스페인
어 및 한국어로 된 서신을 환영합니다.
로마서8:19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함께 건강한 공동
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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