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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회용 툴킷

11 월 28 일,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여러분 연회의 상황에 맞춰 다음의 자료들을

일익을 담당할 여러분의 연회는 어떻게 열정을

활용하십시오. 선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선교를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까?

위한 모금을 하는 방법—특히 연합감리교회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의 선교와
연계하십시오.
2017 년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 주제는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의 선교와
연계시키십시오.” 입니다.

기빙튜즈데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의
창의적인 방법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수행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대한
질문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advance@umcmission.org 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회로써, 여러분은 함께 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대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묻는 질문들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 년 11 월 28 일, 연합감리교인들은
특별지정선교헌금 프로젝트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올해의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는

지원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뜻을 모을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올해의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를 통해, 교회와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는 11 월

연회들은 나눔의 절기인 대강절과 성탄절을 세계

28 일입니다.

선교 및 지원활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회로써,
여러분은 연합감리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는 어떤 날입니까?

신뢰하는 경로를 통해 선교적 관계를 구축하는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는 감사의 정신을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강절로 이어가는 세계적인 운동의 일환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의 과소비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세상을

하루 동안 모금하는 기부금이 미치는 영향은?

변화시키는 단체들을 후원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

일년 내내 아무 때나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하고

기빙튜즈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받기 보다는

있지만, 하루를 정해 전력을 기울이면, 전 세계에서

베푸는 것으로 연말연시를 시작할 수 있는

수행하고 있는 교단의 많은 사역들에 대한 인식뿐만

기회입니다.

아니라 연합감리교인들의 아낌없는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기빙튜즈데이는 기독교의 나눔의 정신을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프로젝트들을

강화시켰습니다.

후원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6 년에는,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 캠페인을

특별지정선교헌금은 무엇입니까?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헌금의

통해 19 개국에서 2,55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합감리교회 선교 사역 프로젝트와 선교사 지원에
총 $853,909.78 를 기부했습니다. 전체적인 선교 헌금

전액이 (100 퍼센트) 지정한 선교사역이나

측면에서 보면, 2016 년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를 위해 사용되는 연합감리교단의 공신력

기빙튜즈데이에 들어온 금액은 이전의

있는 지정헌금 프로그램입니다.

기빙튜즈데이가 아닌 하루 동안 받은 금액의 거의 두
배가 됩니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연합감리교인들은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단과 관련된 600 개가 넘는

일정 프로젝트들은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의

프로젝트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을 통해 그들의 사역이 어떤 영향을

300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받았는지를 나눴습니다:

프로젝트들은 자연재해나 분쟁에 대처하는
생존자들을 돕는 것에서부터 교회를 건축하고,
어린이들에게 급식과 교육을 제공하며, 병원과

“니카라과의 역량이 강화된 현지인들은 그들 자신의
성장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들에 장비 및 의약품들을 갖춰주는 등 다양한

http://www.umcmission.org/Learn-About-Us/News-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and-Stories/2016/January/0129qualityoflife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승인된 프로젝트들이 현지
연합감리교회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하고, 상호간에
유익한 파트너십 구축을 도우며, 프로젝트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선교헌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1948 년에 시작된 이후, 특별지정선교헌금은
3 백만건이 넘는 기부로 총 10 억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수 많은 프로젝트와 사역들에 지급해
왔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안전한 식수 공급”
http://www.umcmission.org/find-resources/
newsletters/connectnmission/2016/cnm-june22
“연합감리교회 헌금은 니카라과의 여권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www.umcmission.org/find-resources/
newsletters/connectnmission/2016/cnm-july06
“여름방학 기간의 교육은 학습력을 증진시켜줍니다.”
http://www.umcmission.org/find-resources/
newsletters/connectnmission/2016/cnm-july21

“멕시코의 농촌 개발”

5. 여러분 연회의 홈페이지에 연회에서 중점을

http://www.umcmission.org/find-resources/

두는 프로젝트와 선교사들의 리스트 및 설명과

newsletters/connectnmission/2016/cnmaugust03

함께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 로고를 눈에
띄게 게시하십시오.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하는 기부는

6.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개체 교회의 중고등부

매칭되나요?

목회자 및 선교 리더들과 협력하십시오.

특별지정선교헌금은 프로젝트들과 선교사들이
관계를 구축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7. 연회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십시오.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전에는,

UMCmission 의 게시물들을 공유하고, 다음과

기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같은 메시지들로 캠페인을 홍보해 주십시오: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 해에는 저희가
매칭펀드를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낌없는
후원자들께서 중요한 사역에 대한 후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지속적으로 모든 헌금의 전액을
(100 퍼센트) 지정한 프로젝트와 선교사에게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의 선교와
연계시키십시오. 11 월 28 일은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입니다.
http://www.umcmission.org/Give-to-Mission/
Search-for-Projects
블랙프라이데이(#BlackFriday)의 과소비에 대한

여러분의 연회가 참여할 수 있는
10 가지 방법:
1. 지방감리사에게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관한 비디오를 지방회
행사에서 상영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최적의 해결책은? 다가올 11 월 28 일의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입니다!
http://www.umcmission.org/Give-to-Mission/
Search-for-Projects
8. 기빙튜즈데이 웹페이지
http://www.umcmission.org/giving- tuesday 에
있는 그래픽을 게시하고, 사람들에게 그 그래픽

2. 다양한 상을 준비하고 지방회/교회들이 선의의

중 하나를 이용해 “사심 없는 셀카”를 올리도록

경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십시오. (가장 많은

장려하십시오.

액수에 대한 상, 가장 많은 기부 수에 대한 상,
가장 많은 교회 참여에 대한 상 등)

9. 교인들에게 11 월 28 일에 크리스마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음에 드는

3. 연회와 관계가 있는 특정한 선교사나
프로젝트에 대해 연회에서 매칭펀드를

특별지정선교헌금 프로젝트나 선교사에게 이른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라고 청하십시오. 여전히
포장된 선물을 하고 싶어합니까? 다음과 같이

4. 연회의 출판물과 온라인 간행물에 눈에

제안하십시오:

띄는 광고를 실으십시오.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 웹 페이지에서 배너와 기타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umcmission.org/givingtuesday

•

지정한 사역을 나타내는 상징과 함께 기부에
대해 알리는 글을 동봉하십시오. (그 지역의

•

지도 액자, 물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물병, 건설

11 월 28 일에 아낌없는 기부로 신실한 후원을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해머 등)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최대로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의 주제를 나타내는 혹은 선교사의
사진이 담긴 카드를 만들거나

은총과 평화를 기원하며,

구입하십시오.

10.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모든 개체 교회 리더들,
특히 선교 리더들에게 보내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연말연시 베풂의 계절을 맞아,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는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기부를
함으로써 기독교의 나눔의 정신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합감리교인 여러분, 2017 년 11 월 28 일에
다시 한번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정신을 대강절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월 28 일에 온라인으로 기부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연합감리교회 기빙튜즈데이에
연합감리교인들은 온라인으로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8 십 5 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기부하시면, 기부하신
금액의 100 퍼센트가 여러분이 지정하는 사역을
후원하는데 보내집니다; 간접경비는 다른 경로를
통해 충당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과 지원
약정을 맺고 있으며/또는 특별지정선교헌금
프로젝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정선교헌금 기부 페이지 링크와 선교사
이름/프로젝트 명]

[연회 대표 또는 감독의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