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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신발모으기 – 어떤 신발도 상관없이 당신이 모을 수 있는 만큼 

경 비 – 이것에 참여하는데는 어떤 경비도 들지 않습니다.  지방회가 여러분에게 신발을 담을 수 있는 자루와 그 자루를  
  묶을 끈, 그리고 광고를 위한 전단지 등을 제공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모은 신발들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익 – 이것은 동전 하나도 무상으로 요청하지 않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모금액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 청소년 사역을 위해,  
  캠프 사역, 지방회 등등 

영적이득 –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믿음의 사역입니다.  신발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은 사역입니다.  또한 “깨어진 세상에서 일치를 이루가는 운동”을 추구하는 제자회 정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모금으로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 이것을 통하여 얼마를 만들 수 있느냐는 얼마나 많은 신발을 당신이 모으느냐에 달렸습니다.  금액은 25
켤레의 신발이 한 자루(bag)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루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음은 신발 자루 숫자에 따라 얻어지는 금액을 위한 예들입니다 

 300 자루 = 7500 켤레 = $3000 50 자루 = 1250 켤레 = $500 5 자루 =  125 켤레 = $50

 100 자루 = 2500 켤레 = $1000 10 자루 =  250 켤레 = $100 1 자루 =   25 켤레 = $10

신발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당신의 장롱이나 차고, 당신의 이웃들, 사회 공동체들, 
또는 여러분 지역의 중고품 할인점이나 신발가게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선의 방법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전단지, 
문걸이 또는 교회나 상점들에 신발 수거를 위하여 비치할 수 박스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신발들은 어떻게 될까요?  – 모든 신발들은 제 3세계에 있는 매우 작은 소기업들로 보내져 최소의 가격으로 일반 가게들에게 팔려 신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릴 것입니다

왜 이 사역이 중요할까요? – 3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1) 모든 신발들에는 유독물질들이 있습니다. 신발들이 쓰레기 메립지로 갔을 때 그것은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2)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발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3) 제 3 세계 공동체에게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고 장기간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발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요    모든 신발들은 지방회가 드리는 신발자루들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각 
신발자루에는 25켤레의 신발들을 넣습니다

신발 자루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발자루를 모아둘 교회나 사역 근처를 찾는 것입니다 2) 지방회에 연락하여 
다른 보관장소를 알아보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지방회의 지역마다 신발자루를 당신의 장소에서 받아서 옮겨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 당신의 상상력이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채워가게 하십시오.  그 돈은 교회의 재정을 도울 수 있으며, 청소년 사역과 
봉사활동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으며 Loch Leven캠프를 위하여 또는 지방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하여 사용할 지 기도하며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 이외에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 그것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 합니다  -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며 이 모금 사역에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초대를 Facebook, Twitter, Instagram등 사회적인 매체에 올리십시오.   - 지방회에 진행 상황이나 
사진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Dan Oliver 에게 보내 주십시오   - 이에 대한 것은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이 모금한 신발들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으십시오.  (지방회는 그 중 가장 재미있고 창조적인 것을 뽑는 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모금운동을 
돕고자 한다면 Dan Oliver에게 알려 주십시오. 

온라인에서 “The Soul-full Shoe Drive 영혼이 담김 신발 모으기”에 대해 찾을 수 있을까요?  – 물론이죠!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태평양 
서남지방회의 웹사이트인 Facebook, Twitter, Instagram and Snapchat @PSWRSoulfull 

질문이 있다면 누구에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 Stewardship & Giving 을 위한 사역자인 Dan Oliver (or DanO) @ 714-328-3947 or  
email @ oliver505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