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하나님 나라와 오이코스 선교 세미나

 일시: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9:30-18:00 (점심 식사: 주최측 제공)
 장소: 의정부제일교회

 주최: 의정부제일교회
 주관: 인사이더스선교회
 강사진: 서재운 목사(의정부 제일교회 담임), 서승동 목사(인천 섬김의 교
회 담임), 정명호 목사(서울 혜성교회 담임), 김요한 선교사(인사이더스선
교회 대표), 명드보라 선교사(통일세대미래문화포럼 대표)
 대상: 교회와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심 있는 목회자, 선교사, 교회 중직자
 회비: 20,000원 (자료집/책자 증정)
 문의: insidersm@gmail.com (T. 01094364623)

모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를 세미나의 한 주제로 삼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오
하여서 제한된 시간과 자료들을 통하여 다룬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을 것입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들여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속수무책인
수 많은 교회들이 처한 현실은 암담해 보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주창한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지에서 본국에 돌아와 보니, 본국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 있는 현실
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인사이더스선교회는 아시아의 무슬림권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세계 선교의 마지막 도전이라 하는 무슬림들이 온 가정(권속: 오이코스)과 심지어
마을을 단위로 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쓰
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비단 미전도종족들 가운데에서 사역하
는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비전만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
동의 견인 역할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잠언 29:18을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오이코스(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회
복되어야 할 때이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이코스의 회복
은 교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이코스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합
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확장되어갑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교회와 오이코스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영역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다루어 나가면서 영역별 네트워크와 비전 및 사명의 나눔을 함
께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 교회의 갱신과 새로운 하나
님 나라 운동의 견인을 주도할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졌으나, 닥쳐진 교회의 현실 앞에서 주님께 무릎 꿇은 지도자들을 초청
합니다.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하여 배움과 나눔과 새로운 동역의 시너지를 구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는 온 교회와 오이코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와 축복을 기
원합니다.

주최: 의정부제일교회
서재운 목사
주관: 인사이더스선교회
김요한 선교사

하나님 나라와 오이코스 선교 세미나 일정표
2017년 2월 23일 (목) 오전 9:30 – 오후6:00

오전 9:30-10:30
•말씀: 서재운 목사(의정부제일교회 담임)
•하나님 나라와 기도

오전 10:35-11:55
•강사: 김요한 선교사 (인사이더스선교회 대표)
•하나님 나라와 선교 (전방개척선교, 이슬람, 하나님 나라 운동)

오후 1:10-2:30
•강사: 정명호 목사 (혜성교회 담임)

•하나님 나라와 목회 (하나님 나라 가치와 목회철학)

오후 2:35-3:55
• 강사: 명드보라 선교사 (통일세대미래문화포럼 대표)
• 하나님 나라와 문화 (통일 세대, 문화 회복, 미래 시대)

오후 4:00-5:20
• 강사: 서승동 목사 (계양 섬김의교회 담임)
• 하나님 나라와 가정(오이코스 - 교회인 가정)

영역별 토의 - 오후 5:20-5:40
네트워크 - 오후 5:4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