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서부 미전도종족 선교대회 안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일시

목회자 트랙 - 2016 년 8 월 18 일 (목) – 19 일 (금)
일반 트랙 - 2016 년 8 월 18 일 (목) 집회, 19 일(금) 집회 – 20 일 (토)

장소

마라나타비전교회 - 김궁헌 목사 담임
1239 N. Livermore Ave. Livermore, CA 94551 (샌프란시스코 근교)

주제

지교회가 주도하는 개척선교

부제

어떻게 지역교회가 “영원히 남을 선교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지역교회가 “영광스런 선교”를 할것인가?

참가자격

목회자 트랙 (8 월 18 일) - 목회자 또는 목회자 동반 선교부장 (선착순 30 명)
일반 트랙 (8 월 18 일 집회, 19 일 집회 - 20 일) – 누구나

강사

마이크 콘스탄츠 목사 (Mike Constantz) –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 국제 사역 책임자
안강희 목사 – FTT 국제개발 Coordinator / KWMC 미전도종족 선교운동 본부장
신현필 목사 – 분당 임마누엘교회 담임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공동대표 / GAP 대표회장
장춘원 목사 –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담임 / 인도 새생명총회 국제이사장 / GAP 공동대표
고상환 목사 – 세계선교침례교회 담임 / 미주 GMP 선교회 부이사장 / 골든게이트침례신대원 설교학교수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
김궁헌 목사 – 마라나타비전교회 담임 / 인도 새생명총회 국제이사 / GAP 공동대표

공동주최

마라나타비전교회 / GAP (Global Assistance Partners) /
FTT (Finish the Task)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 콘트라코스타 교회협의회 / 산호세 교회협의회

주관
연락처

마라나타비전교회 / GAP (Global Assistance Partners)
http://maranathavc.org/mission2016
강대이 목사 (maranathavchurch@gmail.com / 978-766-8480)

등록방법

신청서를 웹싸이트 (http://maranathavc.org/mission2016) 에서 다운로드 받아 등록비
$50 (payable to “MVC”) 와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Maranatha Vision Church (ATTN: 선교센터)
1239 N. Livermore Ave.
Livermore, CA 94551
 등록비 ($50)는 가실 때 전액 돌려드립니다.
 타지역에서 오시는 목회자에 한해 숙소가 제공됩니다. 2 인 1 실 기준으로 1 박 2 일 (8/18 checkin, 8/19 check-out).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문의: 명수정
(maranathavchurch@gmail.com, 415-706-7698)
 항공편은 각자 부담하셔야 합니다. 인근공항 – Oakland, San Francisco

2016 미서부 미전도종족 선교대회 일정표
목회자/선교담당자 트랙

시간

18 일 (목)

9:00 – 9:30
9:30 - 10:00

19 일 (금)

20 일 (토)

조식
등록 및 조식
목회자 세션 I: 미전도종족

10:00 - 12:00

일반 트랙

개척선교 비전과 전략
“UUPG 개척선교란
무엇인가?”

목회자 세션 IV:
미전도종족 개척선교
컨설테이션

강사: 안강희 목사님
장춘원 목사님
신현필 목사님

12:00 - 1:00

중식

찬양과 경배

목회자 세션 II: 지역교회를

1:00 - 3:00

(1:30 – 2:00)

통한 미전도종족 복음화
”The PEACE Plan”

일반 세미나 I (T 국)

강사: 마이크 콘스탄츠 목사님

(2:00 – 3:30)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임영우 선교사님

3:00 - 3:30

3:30 - 5:30

티타임
목회자 세션 III: 미전도종족

티타임 (3:30-4:00)

개척선교 사례
“어떻게 UUPG 를 개척할
것인가?”

일반 세미나 II (I 국)

강사: 김궁헌 목사님

“미개척 종족 선교와 선교보고”

(4:00 - 5:30)

백숙경 선교사님

손원배 목사님
고상환 목사님

5:30 - 7:00

석식

석식

선교집회 III

7:00 - 8:00

8:00 – 10:00

(7:00 – 9:00)

선교집회 I

선교집회 II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음 전도자 스데반과 빌립”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창세기 12:1-4)

(사도행전 8:4-13)

(요한계시록 1:9-20)

강사: 장춘원 목사님

강사: 안강희 목사님

찬양: 마라나타 찬양팀

찬양: 마라나타 찬양팀

찬양: 임마누엘 찬양팀
강사: 손원배 목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