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e to Week of Compassion

미래를 위
한 투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에 투자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컴패션 위크 (Week of Compassion)에 기부할 때, 여러분의 기부금은
재난이나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변화하는 기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집과 교회를 재건하며, 재난
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다른 수많은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누신 기부금을 통해 함께 건축하며,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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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투자
태국의 13세 소녀는 잔혹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The New Life 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소녀의 삶은 대부분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The New Life
센터에서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인신매매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몇몇은 학교에 가고 싶을 때 일하도록 강요당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The New Life 센터에서, 그녀는 시간과 지원, 그리고 자원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그녀는 학교를 온전히 마치는 것, 무역에 대해 배우는 것, 심지어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위를 받는 것 등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 몇몇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은 물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함께 심고, 물을 주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컴패션 위크 (Week of Compassion)에 기부하면, 여러분은 이 소녀들과 같은 다른 수많은
이들의 미래에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교육, 직업훈련, 기본 필수품, 그리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그들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여성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일함으로써,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투자에 대한 이 얼마나 엄청난 수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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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새번역, 고린도전서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