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페인 안내서

“두란노서원이 2015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Q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본 안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캠페인 소개와 목적 

2. 캠페인 주요 활동

3. 캠페인 알리기

4. 캠페인 참여하기

QT 캠페인의 BI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를 표현

했습니다. 말씀의 생동력과 신실함을 상징하는 펼쳐진 성경책 이미지는 QT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상징하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조각들은 점차 솟아

나 다채롭고 풍부한 색의 조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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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페인 소개와 목적

기독교가 힘을 잃고 갈수록 침체되는 현 세대. 

교회와 크리스천은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만 크리스천이 아침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QT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은 

점점 자라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물결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두란노서원에서는 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15년 QT 캠페인을 펼칩니다. 

QT를 우선순위에 두어 실천하고, 주변에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공감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캠페인 주요 활동

1) QT 알리기/ QT를 시작하는 이들을 돕기

- QT에 대해 알고 싶거나 QT를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한 ‘QT 키트’를 신청자들에게 선착순 증정

   (www.duranno.com/qt/campaign/에서 신청)

- 홈페이지에서 QT 실천서약하기

- QT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와 개인의 QT를 돕는 

   동영상 자료 제공

2) 교회나 공동체를 위한 맞춤 세미나 개최

- 각 교회 기관별 맞춤 세미나

   (목회자, 평신도, 청년, 청소년, 유초등부 등)

-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 진행

- 외국인을 위한 QT 세미나 기획

3) 후원

- 어려운 환경에서 QT를 시작하려는 곳을

   매달 선정해 QT지 보내기

- QT후원자 모집 

4. 캠페인 알리기

- 광고: 신문/잡지 광고 

-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QT 홍보 영상 제작, 

               SNS 활용 등

- 오프라인: 교회 현수막 제작, 포스터, 세미나, 

                  QT를 주제로 한 UCC공모전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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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페인 알리기

 
- QT 캠페인 홈페이지 개설 www.duranno.com/qt/campaign

- 개인 참여를 위한 QT KIT(1차) 증정 진행(약 1,000명/신청자 선착순)

- 교회 공동체 대상 캠페인 홍보

- 협력 기관 대상 캠페인 홍보 

- 전국 서점 대상 캠페인 홍보 : 약 100여 곳 서점(전국 서점+두란노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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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페인 참여하기

1. 교회에 포스터 또는 현수막을 부착해 QT 캠페인 알리기 

2. QT 매뉴얼 신청하기

3. QT 세미나를 신청하여 성도들에게 QT 교육하기

3. 성도들에게 QT 캠페인 홈페이지에 QT 실천 서약 권하기

4. 중보기도로 QT 캠페인에 동참하기

5. QT지의 보급이 필요한 교회 후원하기

※ 포스터, 현수막, 매뉴얼 신청 및 후원동참은

     이메일로 (shpark@duranno.com)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캠페인 안내 : 두란노서원 잡지마케팅팀 박성혜

 Tel 02-2078-3453    Fax 02-749-7579   

 E-mail : shpark@duranno.com

세미나 문의/신청: 02-2078-3250

포스터이미지(사이즈 30*43cm )

현수막 이미지(사이즈 30*60/42*85cm 두 사이즈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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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책갈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QT 캠페인에 함께 해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