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위한 ‘1%’ 교육안 및 자료
섬기시는 교회에서 1% 헌신 도전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및 아이디어 입니다. 필요하신데로 변형을 하셔서 활용하
셔도 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더 추가하시거나,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희와 같은 배에 타셔서 기쁩니다!
1% 헌신 도전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저희MTW는 항상 당신과 기도합니다! 1% 헌신 도전은 무
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저희MTW는 항상 당신과 기도합니다!

자료
프린트물 (패키지에 포함)
•
•
•

포스터
MTW 선교사가 되는 방법
MTW 브로셔, “교회에 뿌리내린 선교”

프린트용 자료
패키지에 프린트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혹은 mtw.org/1-tools 에서 PDF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게시판용 공지물
교회내 회중 신청서(MTW에 보내시는 신청서가 아닌 교회내부용입니다.)
1% 헌신 도전을 위한 기도 안내서

영상
영상자료는 mtw.org/1-tools에서 다운로드 및 스트림이 가능합니다. 영상 위에 있는 안내문을 따라 다운
로드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은 mtw.org/video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PCA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의 1%를 선교에 헌신한다면 …
MTW코디네이터와 MTW 선교사들이 성도의 1%를 선교에 헌신하도록 PCA 교회들을 도전합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의 블라도 흐리스토프의 이야기
마약 중독자이자 ‘정통 무신론자’였던 블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개척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
는지 나눕니다.

세상을 변화 시키는 선교여행
MTW선교여행에 참여하여 선교를 위한 마음을 품고, 선교팀을 지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에 생기
를 불어넣으세요.

우크라이나에서의 변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알려주는 한 어머니와 딸의 감동적인 간증
입니다.

우크라이나로의 부르심 – 더그 쉐퍼드
더그는어떻게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는지 나누며, 소명에 대해 자문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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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이디어 및 자료들
•
•
•
•
•
•
•
•
•
•

세계 선교에 대한 설교 시리즈
파워포인트 자료(mtw.org/1-tools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제공영상을 활용하여 예배 때 “선교를 위한 1분”을 소개하며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선교
사 혹은 선교여행 참여자들의 간증 나눔, 혹은 제공된 기도 안내서를 활용한 기도(매 주 혹은 매달 진행)
2019년 선교여행 계획(mtw.org/trips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의 1%가 선교에 헌신하도록 최소 한 달에 한 번 전 교인과 기도
소그룹 모임 및 교육 과정에 선교중심적 스터디를 포함
선교에 관심을 표하는 성도를 위한 멘토십 제공
주변의 PCA 교회에게 “1% 도전”에 참여 독려
MTW와 함께 비전 트립 참여: mtw.org/visiontrips
mtw.org에서 교회 지역에서의 가능 이벤트 확인

한 달 계획
4주 교육안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하셔도 됩니다!)

1주차

☐☐ 세계선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세요(혹은 시리즈 설교)
☐☐ 1% 도전 포스터를 걸고 적절한 공간에 “교회에 뿌리내린 선교” 브로셔 및 “MTW 선교사 되는 방법” 안내
문을 배치하세요.
☐☐ 교회의 참여를 예배시간에 공지하세요. 회중용 신청서를 활용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하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 4주 동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활용하세요.
☐☐ 1% 도전에 대한 게시판 글을 배포하세요.
☐☐ 기도 안내서에 대한 게시글을 배포 또는 소그룹 모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들에게 제공하세요.
☐☐ 교회 멤버들이 선교 참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한 1분”을 시작으로 선교 이야기 및 선교
사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하세요.
☐☐ 동봉된 기도 안내서를 활용하여 예배시간에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소그룹 리더들에게 배포하거나 게 시
판에 게시해주세요.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활용하세요.
☐☐ 1% 도전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하세요.
☐☐ “불가리아 소피아의 블라도 흐리스토프의 이야기” 영상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 보여주세요. 영상을 보여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말에 영상 링크를 멤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 “선교를 위한 1분” 혹은 기도 안내서를 활용하여 기도하세요.
☐☐ 가능하다면 설교 시리즈를 지속하세요.

2주차

☐☐
☐☐
☐☐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활용하세요.
1% 헌신 도전 게시용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하세요.
1% 도전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하세요.
“선교를 위한 1분” 중 후원하는 선교사를 초대하여 예배 중 간증을 듣거나, 기도 안내서를 활용하여 기도
하세요. -가능하다면 설교 시리즈를 지속 하세요.
☐☐ 영상 “우크라이나로의 부르심 – 더그 쉐퍼드”를 보여주시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말에 링크 를 멤
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 회중 신청서를 게시판에 포함하거나 예배시간에 배포하세요. (MTW에 보내시는 신청서가 아닌 교 회내부
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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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4주차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활용하세요.
☐☐ 1% 도전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하세요.
☐☐ 신청 방법 안내 및 선교 여행 계획에 대해 게시판에 게시하시거나 교회 광고시간에 공지 하세요. (www.
mtw.org/trips 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선교 여행을 확인하시고 먼저 저희와 상의 및 계획하신 후에 교회에
공지하세요. 2019년 선교 여행 신청이 현재까지는 가능하나 빨리 마감되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 선교여행 계획시 선교팀이 현지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세상을 변
화 시키는 선교여행”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말에 링크를 멤버들에게 이메일로 보
내세요.
☐☐ 만일 선교여행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른 영상들을 예배 시간에 보여주세요.
☐☐ “선교를 위한 1분” 혹은 기도 안내서를 활용하여 기도하세요.
☐☐ 가능하다면 설교 시리즈를 지속 하세요.
☐☐
☐☐
☐☐
☐☐

가능하다면 설교 시리즈를 지속 하세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활용하세요.
1% 도전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하세요.
“선교를 위한 1분” 중 후원하는 선교사를 초대하여 예배 중 간증을 듣거나, 기도 안내서를 활용하여 기도
하세요.
☐☐ 영상 “우크라이나로의 부르심 – 더그 쉐퍼드”를 보여주시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말에 링크 를 멤
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 회중 신청서를 게시판에 포함하세요. 혹은 예배시간에 배포하세요. (MTW에 보내시는 신청서가 아닌 교
회내부용입니다.)

추후 조치
기도후원자(PRAY-ERS)
기도후원자들은 MTW.org/pray에서 진행되는 기도제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분기별 기도 뉴스레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SENDERS)
후원자들은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혹은 mtw.org/missionaries/itineratingmissionaries 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선교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GO-ERS)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할 경우, mtw.org/serve 혹은 mtw.org/go를 통해 MTW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mtw.org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와 비슷한 비젼을 품고있는 선교기관과 연결시
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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