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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쳐 온 경제 위기는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진행되어 온 

오랜 싸움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방 및 주 정부들이 최근에 취한 정책으로 인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SNAP) 

혜택이 삭감되었고,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려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이에 희망이 약화되고 있다. 극도의 수입 불균형과 노동자 권리의 상실은 미국 전역에 걸친 지역 사회들, 특별히 

타민족의 가족들과 지역사회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 220 차 미국 장로교 총회는 타인종 관련 사항들을 위한 옹호 위원회 (ACREC)가 제안한 추천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소리를 내어도 들려지지 않는 힘없는 자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며 생활 임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하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분투하고 있지만 특별히 흑인과 히스패닉 가족들이 받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경제 위기의 절정에서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타인종 가족들이 계속해서 직장을 

잃었고, 이전에 받았던 유사한 임금을 주는 직장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많은 가족들은 위험 수위가 

높은 융자를 받았기에, 직장을 상실한 많은 가족들은 또한 주택을 차압당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빈곤의 악순환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존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낮은 삶으로부터 그러한 자들과 가족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거나 줄어들면서 시작되었다.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자들의 곤경을 알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 교회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 옹호하기 위해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풀뿌리 운동에 동참하기 바란다.  

• 미국 장로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보상 및 근로 조건들을 포함하는 취업의 모든 조건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구 및 가정의 복지와, 지역 사회들의 사회적 응집력, 그리고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유지하고 

육성해야 한다 (제 207차 미국 장로교 총회의 God’s Work in Our Hands, 19).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온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야 한다” (Advisory Committee on Social 

Witness Policy, Human Rights Update, 2012, 16).  

• 우리는 사회 증언 정책 옹호 위원회의 보고서 (God’s Work in Our Hands [1995])를 당신에게 추천한다. 

(http://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gods-work-in-our-hands-1995.pdf)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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