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제일회장단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 아름다운 지구를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며 생활할 때 우리의

필요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교리와 성약 109:8 참조)고 명하심으로써 역경에 처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또 감독이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감독을 지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식품과 물을 비축하고 약간의 돈을

저축함으로써 인생의 역경에 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식품과 물을 비축하고 돈을 저축하는 일을 지혜롭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나치게 행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식품 비축을 한꺼번에 하려고

부채를 지는 것은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심한 계획을 세워 시간을

갖고 가정 비축 물자와 재정 예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자원이 없거나 그와 같은 비축을 위한

공간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의

식품을 비축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상황이

허락하는 한, 많은 양을 비축할 것을 권합니다.

주님께서 가정 비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일회장단



가족 비축의 기본

3개월 분량 비축

여러분의 통상적인 하루 식사에 해당하는 양의 일부를 모아

나간다. 이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 분량의 식품을

모으기 위해 매주 몇 가지 여분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양이 3개월치에 달할 때까지 비축량을 점차로 늘려

나갈 수 있다. 이런 물품들은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체해 사용해야 한다.

식수

물이 오염되거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비해

식수를 비축한다.

물이 양질의 정수 처리된 수원에서 직접 오는 경우, 추가적인

정화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물을 정화한다. 물은 견고하고, 새는 곳이 없으며, 깨지지 않는

용기에 담아 비축한다. 주스와 탄산 음료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의 사용을 고려해 본다.

물이 담긴 용기는 열원과 직사 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재정 예비금

매주 약간의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이 적정한 금액이 될

때까지 점차로 늘림으로써 재정 예비금을 모은다.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 지도서 참조)

1년 분량 비축

보다 장기적인 필요 사항을 위해, 허용되는 곳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생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 백미,

콩과 같은 식품의 1년치 비축을 점차로 채워 나간다.

이러한 물품들은 알맞게 포장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이 물품들의 일부를 3개월

분량 비축 물품으로 교체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가정 비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www.providentliving.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교리와 성약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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