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WF together – 지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2011년, 세계 루터교 연맹(LWF)은 지구촌 사회에서의 전례 없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기독인 청년들

(15-30세)로 이뤄진 100여 개의 그룹들이 오늘날 지구상의 생태적 정의에 관련하여 함께 신앙을 

나누고 기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Personal and global
각기 다른 3 대륙의 청년들이 모여 한 팀을 이루고 이메일과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서로 

교류합니다. 이같이 형성된 지역 그룹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속한 지역의 상황 속에서 활동함과 

동시에 다른 대륙의 그룹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서로의 활동에 영감을 주고 

받습니다.

Faith
이 프로그램은 함께 공유하는 기독교 신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그룹들은 같은 

성경구절을 묵상하며 같은 팀에 속한 다른 두 그룹과 함께 말씀에 관한 서로의 생각과 관점들을 

나눕니다.

Active for environmental justice
세계 루터교 연맹(LWF)의 청년들은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우선적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LWF together는 각 지역의 특수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의 생활 환경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How does it work practically?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LWF에 등록한 지역 그룹은 등록 후, 다른 대륙의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된 

두 그룹과 한 팀을 이룹니다. 다양한 언어로 지원되는 핸드북이 제공되어 지역 그룹은 이를 참고하여 

6개월 간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도움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들은 휴일이나 연휴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주로 이메일이나 다른 인터넷 수단으로 이루어 집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그룹은 인터넷 접속에 드는 추가 비용의 일정 보조금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The global connection
그룹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와 습득한 지식들을 LWF Youth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그룹들이 주로 활동하는 글로벌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입니다. LWF office는 각 

그룹들과 일 년에 여러 차례 접촉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는 그 나라의 모국어로 이 프로그램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 담당자가 있습니다.

Who can join?
세계 루터란 연맹(LWF)의 회원 교회에 소속된 청년(평균적으로 15-30세 사이의 청년)들은 그룹을 

이루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룹 일원 중 한 명은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인터넷 접속을 가끔씩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meline
2011년 1월 20일: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들은 http://lwfyouth.org 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1일: 등록 마감일. 그룹 결성이 완료됩니다.

2011년 5월 1일: 전세계적으로 LWF together 프로그램 시작

2011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 – LWF together 프로그램 종료

Further information
더 자세한 정보는 http://lwfyouth.org 그리고 http://facebook.com/LWFYouth.에 들어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roger.schmidt@lutheranworld.org로 보내주세요.

 

세계 루터란 연맹(LWF)은 루터교의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 교회들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종교단체로 

1947년 스웨덴 Lund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넘는 루터란을 대표하는 

79개 나라의 145개의 회원 교회들이 있습니다. http://www.lutheranworl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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