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w.org • go@mtw.org

MTW 는 PCA 교단의 선교사 파송 단체입니다.

교회에 뿌리내린 선교



저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MTW 는 1974 년부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북적거리는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신실하게 사역해 왔습니다.

이 비전은 MTW라는 단체를 초월하

며, 그 어느 교단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

들이 복음에 의해 변화되고, 가정들이 

화해하고,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르고, 또한 나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구

촌화, 도시화, 전 세계적 이주 활동, 및 

기술적 혁신 등으로 인한 선교의 양상이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복음의 희망을 들고,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접근하기 위해 저희  

또한 발 빠르게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하기를 원합니다. 늘 변화

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다만 한 가지  

변치 않을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매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저희의 노력과 

헌신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유기체적으로 활용돼야 

합니다. 이 특별한 임무 가운데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희와 

함께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tw.org 에서 확인하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차별성

저희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동일한 곳을 보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임무는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인 것입니다.

교회
저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희의 사역은, 

목회자를 양성하든 피난민들을 돌보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는 저희 사역의 철학입니다. 은혜는 

저희의 사역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내용을 

정의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저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

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만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적이자 언약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적이자 언약

적인 신학적 토대는, 교육방식뿐만 아니라 

선교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자비, 정의, 하나님의 사랑
저희는 제자를 삼는 건강한 교회들이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구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