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방개척선교컨퍼런스 발표논문 공모
International Joint Frontier Mission Conference

공모 취지
▷ 지난해 한국교회는 선교전략회의(NCOWE IV)를 통해 향후 한국선교가 세계선교의
남은 과업 완수를 위한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전방개척선교를
전략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TARGET2030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 이같은 전방개척선교지향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선교가 해결해야 할
전방개척적인 장애물들과 풀어야 할 당면과제들이 있다.
▷ 오는 11월 1일~3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국제전방개척선교학회(ISFM),
전방개척선교네트워크(KFMN)가 공동주최하는 <국제전방개척선교컨퍼런스>에서
선결과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현장사역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례가 담긴 학문적, 선교적 가치가
있는 논문을 공모하여 전방개척선교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교회
전방개척선교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논문주제
전방개척선교의 종교권역이나 전방개척적 패러다임이 필요한 동원, 훈련, 교육, 전략, 연구 등
모든 분야에 산적해 있는 문제 및 이슈, 해결방안 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루어도 무방함.

 논문작성 요령
1. 원고 작성 : MS Word로 작성하여 원고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할 것.
2. 논문 분량 : A4 10~20매 (Single Space)
3. 작성 요령 : ① 편집은 자유롭게 논문형식으로 하되, 주석(미주 또는 각주)과 참고문헌을
반드시 명시할 것.
② 서두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영문초록을 반드시 작성할 것.
 응모자격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됨.)
1. 전방개척적 종교권역(불교권, 이슬람교권, 힌두교권)에서 5년 이상 현장사역중인 자
2. 전방개척선교 전략연구, 동원, 훈련, 교육 분야 등 관련기관 종사자
(전임교수, 전문동원 및 훈련에 종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현장 및 국내사역자)
3. 선교단체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전방개척선교 관련 현장사역자 및 지도자

 응모기간
1. 논문의 안(proposal, 제목, 개략, 문헌 등) 제출 : 2007년 5월 7일(월)까지
2. 논문 작성자 선정 및 통보 : 2007년 5월 14일(월)까지
3. 논문 제출일자 : 2007년 8월 31일까지
4. 응모 방법 : 이메일 접수
5. 제 출 처 : KWMA 서정호 국장, KFMN 국제코디네이터 김요한 선교사

kwma@kwma.org;yahya_kim@hanmail.net
 논문 선정 심사 및 특전
1. 접수된 원고는 KWMA에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평가,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1편과
가작 4편을 선정함.
2. 심사기준은 학문적 가치 및 완성도, 주제의 전문성, 주제 및 제안의 참신성, 공모 취지의 적
합성 등이 고려됨.
3. 선정된 논문은 2007년 11월 1~3일, KWMA-ISFM-KFMN이 공동주최하는 국제전방개척선
교컨퍼런스(International Joint Frontier Mission Conference, KWMA 제7회 한국선교지도자
국제포럼)에서 공식 발표되며, 이후 국내외 선교저널 KMQ, KJFM, IJFM 등에 실리게 됨.
4. 논문 저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연구비)을 수여함.

 논문 시상(사례)

 심사결과 발표
2007년 9월 31일, KWMA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 통보 예정, 자세한 시상일정은 추후 공지

 유의사항
1. 응모논문은 학계, 선교계 또는 간행물에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함.
만약, 입상 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이거나 순수 창작물이 아닐 경우 입상이 취소됨.
2. 당선작의 저작권은 KWMA에 귀속되며, 기타 국내외 간행물에 게재될 수 있음.
3. 발표 및 시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전 광고

신학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대학교

고신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장신대세계선교대학원

총신대선교대학원

고신신학대학원

서울신대선교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명지대국제대학원

- KMQ, 선교타임즈, 전방개척선교저널, 목회와신학, 빛과소금,
언론

신앙계, 월간목회 등 기독저널
- 국민일보, 기독신문, 기독공보 등 기독언론사
- CTS, CGN TV 등 기독방송사

KWMA 회원단체

15개 교단선교부 및 107개 선교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