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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of Mission
사역 소개서 (Stories of Mission)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Presbyterians Sharing 에 성심어린 기부가 있었고, 그 결과 캐나다 장로교회는 노회 및 지역 사역지와
협의하에, 캐나다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사역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교단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 이야기(Mission Moments), 사역 소개서(Stories of Mission), 기도 제목 나눔(Prayer Partners), 여러
형태의 보고서, 추가 기록물, 비디오 자료, 예배 자료,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각 사역지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사역지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며 캐나다 장로교 전체가,
Presbyterians Sharing 의 도움을 받는 여러 사역에 맞닿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역 소개서를 매년 작성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질문과 더불어, 사역 소개서의 실례를 아래 제시해
드립니다.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역을 통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사역지의 당면한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어떠한 선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사역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람(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사역을 통해 금년에 새롭게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당 사역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해당 사역의 특성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 다른 교회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역과 관련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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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역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역을 소개하는 웹 사이트 또는 블로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역지 및 교회에서 사역 소개서를 제출할 때,고해상도의 관련 사진(300 dpi 혹은 약 1 MB)을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신 후 함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편의 사역 소개서 실례를 첨부해 드립니다. Presbyterians Sharing 에 기부하며 사역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역 소개서는 600 자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문서는 영어 원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위 번역된 문서와 영어 원 문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Where there is a discrepancy, the original English document
will be consul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