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기 서 울경기 시 니어선교학교 커 리큘럼
주

날짜

강의제목

강사

1

10/2(화)

시니어선교사를 부르시는 하나님

( 前 외무차관ㆍUN대사)

10/9

휴강(한글날)

2

10/16

하나님의 선교

3

10/23

시니어선교사의 역할과 자세

4

10/26(금)
~27(토)

수련회 (1박2일)

5

10/30

타문화에 대한 성육신적 이해

6

11/6

북한선교

7

11/13

비즈니스선교(총체적 선교)

8

11/20

다음세대선교

이시영 장로

최혜숙 선교사
(前 키르기즈스탄 선교사)

최철희 선교사

시니어의 영성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시니어선교의
중요성)

9

11/27
필드는
시니어

10

12/1(토)

국내이주민선교(현장탐방)

11

12/4

선교사 간증 및 수료식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前 WEC선교회 한국대표)

40-80세대를 향한 선교적 부르심 ●●●

강동진 목사

13기

제

(보나콤, 보은예수마을)

서울•경기

김영휘목사
(총회GMS명예선교사)

김성태 목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송동호 목사
(IBA공동대표)

허종학 장로
(4/14WINDOW한국연합 사무총장)

일시

전철한 선교사

장소

성민교회

5층 영해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2번 출구, 도보1분

(前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문의

T. 070-7656-4080, 070-7624-1215 시니어선교한국사무국
E. senior@seniormission.or.kr

하나은행 418-910286-65407 이종훈(시니어선교한국)
❖ Homepage
E-Mail
Tel

www.seniormission.or.kr
senior@seniormission.or.kr
070-7656-4080, 070-7624-1215

11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10 (방배동 981-2)

정송현 선교사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02602-04-027173

10. 2(화) ~ 12. 4(화)

(1박2일 수련회, 국내이주민선교 현장탐방 포함)

(시니어선교한국훈련원장, 상임총무)

(한국외국인선교회 대표)

2018.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느헤미야 선교사

❖ 수강비 : 12만원 (수련회 참가비는 별도)

등록안내

●●●

시니어선교한국

초청의 글

최철희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前WEC선교회한국대표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니어세대는 한국교회의 전성기와 함께 걸어온 세대이다. 전도의 세대이
며, 기도의 세대이며, 교회부흥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으로도 산업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열심을 다해 달려온 세대이다.
불가능에 도전하며,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숨가쁘게 살아온 세대이다. 그래
서인가,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에너지와 열정이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있는 이 귀한 시니어 자원들을 마지막 추수 현장
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
며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
여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 원하는 이
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말씀에 있듯이 이들은 어쩌면 해질 무렵에 부름 받은 포도원의 품꾼들과도
같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리 많은 일을 기대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한다. 이것은 마지못해 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시니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며 특권이다. 시니어들이여, 이 부르심에 응답하자!

보은예수마을 수련회
선교하는 공동체, 보은 예수마을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섬기는 총체적 선
교현장입니다. 아름답게 개발된 마을
과 양계와 풍력발전 등을 탐방하고,
기도하며 친교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
입니다.

국내이주민선교 현장 탐방
근로자로, 유학생으로, 다문화 가정
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나그네로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시니어들의
참여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국내이
주민선교 강의와 더불어 현장을 돌
아보며 사역을 나누고 직접 체험하

시니어선교한국은…
한국교회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인 시니
어들을 일으켜 선교전문 인력으로 동원, 육성하고 총
체적 선교사역의 활로를 개척, 지원함으로써 지상명
령의 남은 과업을 이루어가기 위해 2007년부터 시
작한 초교파 시니어 선교 운동입니다. 시니어선교한
국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회원단체로
등록된 선교단체입니다.

는 과정입니다.

❖시니어선교한국의 사역비전(목표)
❶ 세계선교
❷ 국내이주민선교
❸ 다음세대선교
❹ 북한선교

강의 후 조모임
매 강의 후 소그룹 조모임이 있습니
다.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고 선교에
대한 비전과 생각들을 명료화하며
삶 속에 적용하여 앞으로 선교적 삶

시니어선교학교는…
❖시니어란?
제1기 전반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제2기 후반기 인생을 맞이하는 세대를 총칭합니다(40-80세대).
❖시니어선교학교의 대상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시니어
교회에서 국내•해외 선교부서를 섬기는 시니어
인생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크리스천 시니어라면 누구나
❖시니어선교학교의 목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교현장을 체험케 함으로써 해외선교, 국내외국인선교, 단기재능기
부, 보내는 선교 등 다양한 섬김으로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영적
인 격려를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

(18:00~19:00 식사 및 교제)
19:00~19:10 경배와 찬양
19:10~20:50 강의
20:50~21:30 조모임

는 시간입니다.

시니어선교한국의 사역 중의 하나인 「이모작선교네트워크」에서는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상담과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작
선교네트워크

여러분이 가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사역과 사역지로 연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니어선교학교 기간 중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Tel: 010-8490-1003 또는 시니어선교한국 사무국 070-7656-4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