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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선교헌금—준비 방법
세계선교헌금을 잘 계획하여 준비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준비단계

제공되는 자료들을 살펴 보세요 

웹페이지 cnbc.ca/articles/gmo-ko-resources 에 있는 비디오와 글들을 살펴보세요. 

세계선교에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비젼을 구하세요.

기도와 계획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선교헌금 예산을 책정하세요. 이 헌금이 세계선교, 북미 선교, 국내교회지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사용됨을 기억하십시요.

세계선교 지정 주일을 정하세요. 세계선교에 대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에 선교헌금을 합니다.

Organize your resources

자료 준비

교회로 배달된 자료들을 복사하여 준비하거나 웹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세요. 비디오도 다운로드 하여 예배 중에 또는 소그룹 모임에서 상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단 사무실에 연락하여 인쇄된 자료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의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세요.

Contact: 
Vicki Elliott velliott@cnbc.ca or 
Hanna Greenwood hgreenwood@cn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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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설교를 통한 격려

성도들 안에 세계선교 헌금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어떻게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기도하도록 격려하세요. 비디오와 자료들을 통해 세계선교헌금을 소개하세요. 주일예배 뿐 아니라 

주일학교나 소그룹 등을 통해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광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해 광고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고 특별선교헌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주보, 이메일, SNS에 세계선교헌금 로고를 사용하고 포스터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선교헌금봉투를 준비합니다.

선교사 초대

선교사를 초대하여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와 헌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단 사무실에 연락하여 선교사들의 소개를 부탁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Skype 

또는 비디오 가능), 최근에 선교 경험이 있는 성도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 축하 음식을 

나누거나 선교사를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드려진 헌금은 교단 사무실로 보내세요. 세계선교헌금 (GMO)라고 표시하십시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 선교프로젝트를 하고,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 미전도종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개척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등 연중 계속하여 선교를 중요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