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ssion (사명) 
제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샬롬)를 증거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 영적 실천, 그리고 창조 의식을 

연계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린 챌리스 (Green Chalice)에      
동참하세요 

1.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창조 보존 기획을 평가
하고, 교육하고, 도와줄 수 있는 “창조 보호 팀”
을 구성합니다. 

2. 팀, 사역, 또는 교회로서 그린 챌리스 서약을 채
택하고 서명합니다. (greenchalice.org) 

3. 여러분의 사역에서 행하고 있는 창조 보호 실천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세 가지 변화를 실천
하십시오. 

위의 정보를 그린 챌리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
내십시오. 

Resources (추가 정보) 
greenchalice.org

blessedtomorrow.org

interfaithpowerandlight.org

creationjustice.org

greenthechurch.org

naacp.org/environmental-climate-justice


그린 챌리스는 제자회 국내 선교국 (Disciples 
Home Mission)과 켄터키 지방회 (Christian 
Church in Kentucky)의 협력 단체입니다.   

 

GREEN 
CHALIC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창조 보호 사역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 안의       

모든 것,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도 그러하다”  

교회 예산의 절약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관심이 있다면 Carol Devine 또는 

Scott Hardin-Nieri 목사에게 연락주세요. 


Rev. Carol Devine 
caroldevine9@gmail.com  

Rev. Scott Hardin-Nieri  
shardinnier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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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eutral by 2030 
2030까지 저/탈탄소화  

2017년 총회는 우리 교단이 2030년까지 저/탈탄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
은 에너지 소비의 경감, 무공해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사
용을 촉구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
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에너지의 주권을 지지하고 무공
해 에너지 관련 일자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풍
성한 미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불평등은 미국 및 전 세계 유
색인종 공동체와 저소득 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기친

다.” NAACP 환경 및 기후 정의 (NAACP 
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 


Save $ and Energy 
(예산과 에너지 절약)  

미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61%가 낭비되고 있
습니다. 아래의 노력들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사
역의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LED 조명: 전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를 통해 조명 
비용을 9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 창문, 문, 온수기, 벽 및 천장의 단열을 통해 
HVAC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능 자동 온도 조절기: 자동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여 비용 절감을 체감해 보세요. 
물: 싱크대에 통기장치를 설치하고, 변기에 절수기를 
설치하세요.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자제합니다.
교통: 카풀 또는 자전거나 도보 이동을 장려합니다.  
경감: 인쇄를 줄이고 양면 인쇄, 전자 메일 뉴스레터
를 활용하세요. 또한 종이 재활용을 권장합니다. 
재사용: 종이접시가 아닌 실제 접시와 천 냅킨을 사용
합니다. 

History (연혁)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의 환경 정의 사역은 1977년 총
회에 채택된 결의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의안
은 생태 문제와 관련한 특별 전문위원회의 발족을 요청
했으며, 이 위원회는 후에 알버나 서약 (Alberna 
Covenant)을 작성했습니다. 환경 정의와 관련한 결의
안은 1971년부터 총회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제자회가 
창조 보존과, 사회 정의 그리고 신앙생활을 서로 연계시
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 185개의 그린 챌리스 교회와 사역들이 하나님의 창
조를 돌봄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린 챌리스 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동참하고 싶다
면 greenchalice.org를 방문하셔서 Green Chalice 
Program을 클릭하세요. 

최근의 그린 챌리스 결의안: 
2015 환경 인종주의에 관하여
2017 저/탈탄소 운동에 관하여

마가복음 12:30-31
창세기 1:1, 31  
창세기 2:15

출애굽기 23:10-11 
레위기 18:26, 28
레위기 25:2-5 
민수기 35:33-34 
신명기 10:14 1 
역대상 29:11 
느헤미야 9:6 
욥기 12:7-10 

욥기 26:7-9, 11-14 
욥기 41:11 

시편 19:1-4 
시편 24 
시편 89:11 
시편 95:3-5 
시편 104:24-25 
시편 145:9, 13 
시편 148
이사야 55:12 
예레미야 2:7 
호세아 2:18 
요한복음 1:3 
고린도전서 10:26 
골로새서 1:15-16 
히브리서 1:2 

Green Chalice Covenant  
(그린 챌리스 서약)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예배: 온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구의 치
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습: 기후 위기에 관해 연구하며, 해결책에 관해 다른 
이들과 협력합니다. 

회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지구에 행한 모든 폐
해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지지: 환경정의를 위한 공공 정책을 지지하며, 생명을 
구하는 생활 방식을 통해 환경정의의 증인이 됩니다. 

안식: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 안식하며, 타인 또한 
자연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초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