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선교헌금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계곳곳에 
알려지도록 
도우세요

여러분의 세계선교헌금은 
세계 곳곳에서 쓰입니다

• 교회 개척

• 선교팀 지원

• 미전도종족 선교

• 기존 교회 훈련 및 지원

• 사역자들 격려 및 지원

• 여러 언어 성경 보급

• 리더십 훈련

• 여러 언어로 제자훈련 자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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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기도. 
CNBC선교사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세요.

드림. 
시간과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세요. 세계선교헌금을 

작정하여 드리세요.

가라. 
CNBC교단 선교팀이나 지역교회 

선교팀의 일원으로 선교를 

나가세요. 교단 웹사이트에서 

신청방법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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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2018년 7월, 4개 교회의 성도들 

13명으로 구성된 교단 선교팀이 
과테말라로 일주일간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1,5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Impact 
Ministries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학급에서 공부도 돕고 학생들과 
축구도 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레베카 파라는 과테말라에서의 
결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의 가족들과 
교사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모두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 
넘치고 아이들은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한다고요.”

교회개척 선교사이자 이민자인 
케사반 발라싱햄과 아내 비지는 
토론토의 Fellowship Church 
Rouge Park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이 다문화, 다세대 
교회의 모토는 “모두 환영!”입니다.

발라싱햄은 말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의 4%정도만이 
복음적 크리스천 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지 
기도하고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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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알버타주 에드몬톤의 
Filipino International Baptist 
Church는 교회 성도들 60여명들과 
전도훈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선교/
전도팀 리더인 시저 파라의 “D52” 
전도전략과 캐나다침례교신학대학/
신대원의 수잔 부스교수의 “
성경이야기” 전도방법을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티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전도사역리더인 메리골드 
이그네시오는 이 훈련세미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했던 
성도들이 D52를 활용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웃들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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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 교회개척자들, 선교팀들의 경험들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 세계선교헌금을 통해 참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