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yer for Everyone – Christianity Social Toolkit
모두를 위한 기도 - 기독교 소셜미디어 툴킷
Social media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telling friends and fellow Chris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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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혹은 신자들에게 글로벌 목표들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밀
하고 빠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메세지를 대규모의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쉬운
방법이죠. 손쉬운 사용을 위해 아래 샘플 트위터 메세지를 제공해드리지만, 원하는 내용을 추
가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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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경우,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여 메세지를 작성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반영해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어떤 목표를 응원하시겠어요?

Thank you for Telling Everyone about the #globalgoals
#글로벌목표 를 알리는데 일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shtags to use: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해시태그: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Suggested Posts (Twitter)
포스트 예시 (트위터)
My #PrayerforEveryone is an end to global hunger by 2030, because through the Lord all things
are possible #globalgoals
저는 2030년까지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를위한기도 를 올립니다. 주님안에서는 모든 것
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목표
Deuteronomy 15: 7 “you shall not harden your heart…against your poor brother” My
#PrayerforEveryone is to end poverty #globalgoals
신명기 15장 7절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저의 #모두를위한
기도 는 빈곤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to achieve universal quality education by 2030. What’s yours? #SDGs
저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포괄적이며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 #모두를위한기도 를 올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SDGs
In Matthew 25, Jesus says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My
#PrayerforEveryone is to end world hunger by 2030
마태복음 25장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2030년가지 기아 문제
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Lord, I pray for a world in which all children have enough to eat.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주여, 저는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us? To act justly,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our God.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
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Joining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pray for the end of gender inequality. What’s your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무엇인가
요? #글로벌목표
I’m adding my #PrayerforEveryone to people of all faiths and around the globe for an end to
poverty. #globalgoals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를 올립니다 #글로벌목표
I’m fighting climate change because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lness thereof”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저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구절에 따라 기후
변화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Prayer for Everyone – Christianity Social Toolkit
Suggested Posts (Facebook)
포스트 예시 (페이스북)
Jesus says “whatever you did for the least of these...you did for me.” I’m praying for
world leaders to act with wisdom and grace as they work to end poverty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all over the world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
시고.” 저는 세계 정상들이 지혜와 은혜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빈곤퇴치에 힘써주시기를 기도합니
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an end to global hunger and extreme poverty by 2030,
because through the Lord all things are possible.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2030년까지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God has always encouraged his followers to take care of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The #globalgoals, developed by the UN, are the world’s plan to end extreme
poverty, fight inequality and injustice, and combat climate change by 2030. If we all
join together and say a #PrayerforEveryone, we can make the world better for
everyone.
하나님은 늘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UN에서 제시한 #글로벌목표 는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과 부조리함에 맞서고, 기후변화에 대처하자는 전지구적인 운
동입니다. 힘을 모아 함께 #모두를위한기도 를 올린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것입니
다.
The Bible “you shall not harden your heart or shut your hand against your poor
brother”. (Deuteronomy 15: 7). My #PrayerforEveryone is to end poverty by 2030.
#globalgoals
성경에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신명기 15장 7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2030년까지 빈곤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For the needy shall not always be forgotten, not the hope of the poor perish
forever” (Psalms 9:18). My #PrayerforEveryone is that communities of faith will
come together to work towards an end to poverty, because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globalgoals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장
18절)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종교인들이 합심하여 빈곤퇴치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가
능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목표

Download Christian share-graphics for Twitter, Facebook and Instagram on the resource page

자료실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위한 기독교 공유그래픽을 다운받으세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작은 선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데스몬드 투투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도로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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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humanity is dependent upon recognizing the humanity in others” – Archbishop Desmond Tutu
#PrayerforEveryone
“모든 인간애는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인정하는데에서 시작한다.” -데스몬드 투투
“Among our tasks as witnesses to the love of Christ is that of giving a voice to the cry of the poor” – Pope
Francis #PrayerforEveryone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인 우리들의 숙제 중 하나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We are not to simply bandage wounds of victims beneath the wheels of injustice, we are to drive a spoke
into the wheel” - Dietrich Bonhoeffer#PrayerforEveryone
“교회는 부당함의 바퀴에 깔린 희생자에게 반창고나 붙여주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바퀴 자체의 바퀴살을 틀어막아야한
다.”
-디이트리히 본회퍼
“If we have no peace, it is because we have forgotten that we belong to each other” – Mother Teresa
#PrayerforEveryone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잊어서이다.” -테레사 수녀
“Do your little bit of good where you are; it’s those bits of good put together that overwhelm the world” –
Desmond Tutu #PrayerforEveryone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작은 선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데스몬드 투투
And if you need even more to share about the Goals check out:http://www.globalgoals.org/tell-everyone/
글로벌 목표에 대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http://www.globalgoals.org/tell-everyone/

For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in #PrayerforEveryone on a daily basis, we’ve
provided the social messaging below for your use.
#모두를위한기도 주간동안 매일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Day One, 24 Sept: Pray for the world to work in partnership to achieve the goals
9월 24일, 첫째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모두가 협력하기를 기도합니다.
Today marks the start of 7 days of #PrayerforEveryon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goals
오늘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 달성하기위해 7일동안 이루어지는 #모두를위한기도 의 첫날입니다. #글로벌목표
Follow and use the #PrayerforEveryone hashtag as we mobilize the world in praye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goal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해 전세계를 동원하여 기도하는 동안 #모두를위한기도 해시태그를 사용합니다 #글로벌목표
Today we’re focusing on #PrayerforEveryone to work in partnership to achieve the #globalgoals
오늘 우리는 #글로벌목표 을 향해 협력하기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y #PrayerforEveryone is to achieve #SDGs 17: To work in partnership to achieve the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목표 17번을 이루는 것입니다: #글로벌목표 를 이루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Deuteronomy 15: 7 “you shall not harden your heart against your poor brother” My #PrayerforEveryone is to
end poverty by 2030 #globalgoals
신명기 15장 7절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2030년까지 빈곤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for governments, civil society, business and the public to advocate for the needs
of our most vulnerable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My #PrayerforEveryone is to strengthen partnerships in order to reach the most vulnerable and end
suffering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Tomorrow follow and retweet as we focus our #PrayerforEveryone on ending global poverty #globalgoals
내일, 빈곤 퇴치를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를 팔로우하고 리트윗해주세요 #글로벌목표

Day Two, 25 Sept: Pray for end of the end of global poverty
9월 25일, 둘째날: 전 세계적 빈곤 퇴치를 위한 기도
Today our #PrayerforEveryone is to end global poverty
오늘 저희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빈곤 퇴치를 위해 올립니다
My #PrayerforEveryone is to achieve #SDGs 1: To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저의 #모두를위한기도는 목표 1번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빈곤 퇴치”
Jesus calls on believers to help the “the least of these” so my #PrayerforEveryone is to end global poverty by
2030 #globalgoals
예수님께서는 “이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돕기를 원하셨기에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2030년까지 빈곤을 퇴치하는 것
입니다
Join others around the world in offering your #PrayerforEveryone by 2030. Mine is the end of poverty.
What’s yours? #globalgoals
2030년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운동에 동참하세요. 저의 소원은 빈곤 퇴치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글로벌목표
Join me and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 working to end extreme poverty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예수님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Poverty in the world is a scandal” – Pope Francis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세상의 빈곤은 스캔들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Tomorrow follow and retweet as we focus our #PrayerforEveryone on ending hunger #globalgoals
#globalgoals
내일, 기아문제 해소를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를 팔로우하고 리트윗하세요 #글로벌목표

Day Three, 26 Sept: Pray for the end of hunger
9월 26일, 셋째날: 기아 문제 해소를 위한 기도
Today our #PrayerforEveryone is to end hunger
오늘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기아 문제 해소를 위해 올립니다
My #PrayerforEveryone is to achieve #SDGs 2: No hunger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목표 2번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아 해소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an end to global hunger and preventable disease by 2030, because through the Lord all
things are possible.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2030년까지 기아문제와 예방가능한 질병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Jesus says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My #PrayerforEveryone is to end world hunger by
2030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2030년까지 지구의 기아를 해소하
는 것입니다.
Lord, I pray for a world where all children have enough to eat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주님, 어떤 아이도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Poverty is the flesh of the poor Jesus, in that child who is hungry, the one who is sick – Pope Francis
#PrayerforEveryone
굶주리는 아이, 혹은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있는 가난은 예수님의 육신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모두를위한기도
Tomorrow follow and retweet as we focus our #PrayerforEveryone on protecting the planet #globalgoals

내일, 환경 보호를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를 팔로우하고 리트윗하세요 #글로벌목표

Day Four, 27 Sept: Pray for the protection of the planet
9월 27일, 넷째날: 환경 보호를 위한 기도
Today our #PrayerforEveryone is for the protection of the planet
오늘 우리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환경 보호를 위해 올립니다
My #PrayerforEveryone is we are good stewards of God’s creation and protect the planet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관리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to achieve #SDGs 13: Action on climate change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목표 13번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글로벌목표
God I pray for wise use of our water so that we have clean water and sanitation #PrayerforEveryone
하나님, 깨끗한 물과 위생을 위하여 저희가 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를위한기도
Lord my #PrayerforEveryone is we work to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주님,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식수 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올립니다
My #PrayerforEveryone is for action on #SDGs 14: Protecting life on land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목표 14번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상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for action on #SDGs 15: Protecting life below the water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목표 15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for wisdom in how we treat life below the water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지혜와 분별을 갖는 것입니다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for wisdom in how we treat life on land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육상자원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지혜와 분별을 갖는 것입니다 #글로벌목표
I’m praying for global action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PrayerforEveryone
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사용하는 것을위해 기도합니다 #글로벌목표
Tomorrow follow and retweet as we focus our #PrayerforEveryone on quality education #globalgoals

내일, 양질의 교육을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를 팔로우하고 리트윗하세요 #글로벌목표

Day Five, 28 Sept: Pray for quality education for all
9월 28일, 다섯째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위한 기도
It’s day 5 of our 7 days of #PrayerforEveryone. Today we’re focused on quality education for all #globalgoals
#모두를위한기도 주간의 다섯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입니다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for action on #SDGs 4: Quality education & lifelong learning for all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목표 4번을 이루는 것입니다: 포괄적이며 동등한 교육의 기회 #글로벌목표
Lord I pray for teaching and learning that gives quality education for all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주님, 저는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God, we pray for inclusive and quality education that empowers boys and girls to achieve their potential
#PrayerforEveryone
하나님,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를위한기도
My #PrayerforEveryone is to achieve universal quality education by 2030. What’s yours?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글로벌목표
I’m joining my brothers & sisters in Christ to pray for end of gender inequality. What’s ur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저는 예수님 안에서 저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양성 평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무엇인가요? #글로벌목
표
Tomorrow follow and retweet as we focus our #PrayerforEveryone on sustainable communities #globalgoals

내일,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를 팔로우하고 리트윗하세요 #글로벌목표

Day Six, 29 Sept: Pray for sustainable communities
9월 29일, 여섯째날: 지속가능한 주거지를위한 기도
Today our #PrayerforEveryone is for safe and resilient communities everywhere #globalgoals
오늘 우리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생활 환경을 위하여 올립니다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for #SDGs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 sustainable
#globalgoals
저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목표 11번을 이루는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 환경을 조성합
니다. #글로벌목표
Joining my brothers & sisters in Christ & praying for sustainable communities by 2030 What’s your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저는 예수님 안에서 저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무
엇인가요? #글로벌목표
I ask God to raise up communities that are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저는 하나님께서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We pray for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We ask god to release gifts of creativity for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우리는 혁신과 인프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창의력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Tomorrow follow and retweet as we focus our #PrayerforEveryone on peace and justice #globalgoals

내일, 평화와 정의를 위한 #모두를위한기도 를 팔로우하고 리트윗하세요 #글로벌목표

Day Seven, 30 Sept: Pray for peace and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9월 30일, 일곱번째날: 평화와 정의와 그것을 지킬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It’s day 7 of #PrayerforEveryone – today we’re praying for a peaceful and just world #globalgoals
#모두를위한기도 주간의 일곱번째 날인 오늘, 우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글로벌목표
My #PrayerforEveryone is to achieve #SDGs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globalgoals
나의 #모두를위한기도 는 목표 16번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와 제도의 증대 #글로벌목표
Join others in offering your #PrayerforEveryone. Mine is for peaceful and just world. What’s yours?
#globalgoals
운동에 동참하여 #모두를위한기도 를 올리세요. 저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us? To act justly,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our God.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의롭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동
행하는 것입니다.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All humanity is dependent upon recognizing the humanity in others – Archbishop Desmond Tutu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모든 인간애는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인정하는데에서 시작한다. -데스몬드 투투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We cannot love God unless we love each other – Dorothy Day #PrayerforEveryone #globalgoals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도로시 데이 #모두를위한기도 #글로벌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