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media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telling friends and fellow Buddhists about the 
Global Goals; it makes communication personal but quick, and is an easy way to share your 
message with a wide community.  We’ve provided this toolkit with sample tweets and posts 
for your ease of use, but we encourage you to personalize your involvement in any way that 
speaks to you. 
소셜미디어는 친구들과 주변 불교 신자들에게 글로벌 목표들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밀
하고 빠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메세지를 넓은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쉬운 방법이죠. 손
쉬운 사용을 위해 아래 샘플 트위터 메세지를 제공해드리지만,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In many cases, we’ve included specific goals as an example but we invite you to make edits 
to reflect your own voice and hopes. Which Goal will you champion?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여 메세지를 작성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희망
을 반영해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어떤 목표를 응원하시겠어요? 
  
Thank you for Telling Everyone about the #globalgoals 
#글로벌목표 를 모두에게 알리는데 일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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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tags to use: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해시태그: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Suggested Posts (Twitter) 
포스트 예시 (트위터) 
  
I’m offering my #PrayerforEveryone to end hunger by 2030 because no one should suffer 
from hunger #globalgoals 
저는 2030년까지 기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를위한기도 를 올립니다. 아직까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죠 #글로벌목표 
  
My desire is to see individuals free from suffering and flourishing by ending global poverty. 
#globalgoals #PrayerforEveryone 
제가 원하는 것은 빈곤을 퇴치하여 개개인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번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것
입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We have the opportunity to cultivate compassion towards others around the world with the 
#globalgoals. Join me in a #PrayerforEveryone. 
#글로벌목표 로 인해 우리는 세계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연민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모두를위한기도 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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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Posts (Facebook) 
포스트 예시 (페이스북) 
  
The #globalgoals are the world’s plan for eliminating poverty and inequality by 2030. Join 
us in an act of compassion with #PrayerForEveryone as we come together to make the 
world better for everyone.  
#글로벌목표 는 2030년까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계획입니다. #모두를위
한기도 와 함께 연민을 갖고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시다 
  
What’s your hope for the world in 2030? Nobody should suffer from lack of water access. 
Working together, we can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globalgoals. 
2030년, 어떤 지구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힘
을 합치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물의 관리와 위생적인 식수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목
표 
  
Working together, faith communities can accomplish aspirational goals. The next fifteen 
years are critical to the fight against poverty,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함께라면, 믿음으로 우리는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5년은 빈곤,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The #globalgoals may seem lofty, but they are achievable—but only with your help. Join us 
and offer your #PrayerforEveryone, and tell us about the kind of world you want to see in 
2030.  
#글로벌목표 는 고상해보이겠지만, 실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
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모두를위한기도 를 올리시고, 2030년에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 공유해
주세요. 
  
분열속에 가장 큰 고통이 있고 연민속에 가장 큰 힘이 있다. -석가모니 
 



  
Download Buddhist share-graphics for Twitter, Facebook and Instagram on the 
resource page 
자료실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위한 불교 공유그래픽을 다운받으세요 
 
 
 
 
 
 
 
 
  
Or get creative and make your own!  
Here are some quotes you might like to use… 
혹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직접 만들어보세요! 
참고할 만한 명언들이 여기 있습니다 
  
If you want others to be happy, practice compassion. If you want to be happy, practice 
compassion.– Dalai Lama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측은지심을 가져라.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측은지심을 가
져라. -달라이라마 
  
We are what we think. All that we are arises with our thoughts. With our thoughts, we make 
our world. – Siddhartha Gautama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진다. -석
가모니 
  
And if you need even more to share about the Goals check out:http://www.globalgoals.org/
tell-everyone/ 
  
글로벌 목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다면 http://www.globalgoals.org/tell-everyone/ 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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