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선교적 교회 코칭 세미나
한국 교회가 지난 40 년 동안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과연
올바른 원리대로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남습니다. 이에 건강한 선교를 고민하는 미주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파송 선교사나 후원 선교사의 책무와 관리 문제
둘째, 필드 선교 사역의 원리
셋째, 지역교회가 감당할 선교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 선교담당 교역자, 선교위원장에게만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좋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 일정: 2022 년 10 월 31 일 (월) 5pm ~ 11 월 3 일 (목) 2pm
❖ 장소: 열린문장로교회 (3001 Centerville Rd. Herdon, VA 20171)
❖ 대상: 지역교회 담임목사, 선교목사, 선교 위원장
❖ 등록비: 1 차 (9 월 30 일까지) $250

2 차 (10 월 20 일까지) $300

❖ 등록 방법: 아래 링크 또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등록해 주세요.
https://bit.ly/missionalchurchcoaching
❖ 세미나를 섬기는 코치들:
손창남 선교사(OMF 동원선교사), 오정호(Wycliffe 동원선교사),
김기우(열린문장로교회 장로), 임홍일(비전선교교회 담임목사),
장규석(열린문장로교회 선교목사), 장석중(뉴저지하베스트교회 선교목사)
강현창(워싱턴지구촌교회 선교목사)
*등록비에는 세미나 기간동안의 식사 및 간식, 그리고 교재비가 포함됩니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지정된 숙소에서 머무실 경우에는 공항 및 숙소 라이드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미나 내용과 일정은 첨부한 스케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와 관련한 모든 문의는 changislight@gmail.com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선교적 교회 코칭 일정
(2022년 10월 31일-11월 3일)

10월 31일(월)

11월 1일(화)

11월 2일(수)

9:15-9:45

Devotion

9:45-10:00

쉬는 시간

session 1:
GAMP*와 선교사의 책무

10:00-12:00

session 6:
디아스포라 사역과 한인교회

12:00-1:00
session 2:
기능하는
필드 구조

session 3:
GAMP* 선교
기관의 구별

3:00-3:20

session 7:
디아스포라
사역 케이스
스터디

session 8:
디아스포라
사역과
GAMP*

쉬는 시간
session 4:
풀뿌리 선교
등록

session 5:
선교적
교회의
로드맵과
코칭

5:20-6:30

저녁식사

참가자 소개 및
6:30-8:30

session 11:
지역교회의 선교위원회 운영

점심식사

1:00-3:00

3:20-5:20

11월 3일(목)

오리엔테이션.
Message
(선교적 교회)

* GAMP (Generally Accepted Missional Principles)

session 9:
선교적
성경읽기

session 10:
선교적
설교하기

Wrapping/ De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