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창출#선언문#Wealth#Creation#Manifesto##

���������	
��������������������  ���������	
��������������������  

로쟌운동과 105 3lCb9l은 (01-h )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G총체적 선교를 위한 부의 창출이 가진 역

할H(7he 6Cle Cf 8e9lth 2re9tiCB fCr 4Clistic 7r9BsfCrA9tiCB)이란 주제를 논의하b 위해 국제회의를

조직했다. (0개국에서 모인 약 )0명의 비즈o스 세T와 그리고 교회와 선교T의 리t십, 학자들이 참여

하였다. 논의된 R과들은 다양한 자료들과 책 뿐만아o라 교육용 비디오로도 제작될 것이다. 이 선언문

은 회의 전과 회의동안 논의한 f용의 핵심적인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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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 창출은 충만함과 다양함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c 근거한다.  

(. 우리m W익을 위한 봉사와 R과물들을 창출하m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c 협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 부의 창출은 성경이 권면하m 것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4. 부의 창출자들은 교회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들의 시장에서 봉사하b 위하여 준비되

고 배치되어야 한다.  

5. 부의 축적은 옳지 않지만, 부의 W유m 장려되어야 한다. 부가 창출되지 않m다면,  W유할 부도 없b 
때문이다.  

,. 부를 나l은 인류보편적 소명이며, 자족은 미덕이다. 물질적 청빈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비자발적인 
빈곤은 개선되어야 한다.   

-. 베푸m 삶은 장려되여야 하지만, 비즈o스를 통한 부의 창출은 부의 분배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다. 넘
어선다.  선한 비즈o스m 물질 W급의 수r이라m 본질적 가치를 지o며, 한 사회의 a정적 변혁의 통로
가 될 수 있다.  

.. 비즈o스m 재정적 부를 창출하m 특별한 n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o라 비즈o스의 다양한 이해

관T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적, 육체적, 영적인 부 등의 여러가지 부를 창출할 수 있m 잠재력이 있다.  

9. 비즈o스를 통한 부의 창출은 사람과 나라들을 가e으로부터 구해fm 힘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10. 부의 창출은 항상 W의와 가e한 자들을 위한 관심과 함c 추구되어야 되며 비즈o스가 놓인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11. 피조세T의 돌봄은 선택사항이 아o다. 창조 세T에 s한 청지b적 정신과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비

즈o스 해법들은 비즈o스를 통한 부의 창출의 필수적 f용이 되어야 한다.  

 

우리m 전세T의 교회에, 특별히 비즈o스, 교회, 정부, 학T의 리t들에게 다음과 M은 확인들을 W표한

다.  

-우리m 교회가 사회와 사람들의 총체적 변혁을 위한 부의 창출을 사명의 근간으로 수용하b를 요청한
다.  

-우리m 부의 창출자들을 이 목적을 위해 준비하고 파송하m 일에 새롭고 지속적인 i력을 T속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m 부의 창출자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bb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인f하b를 요청한다.  

Ad#maiorem#Dei#gloriam##

-#For#the#greater#glory#of#God#더 큰 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