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더스 “아시아무슬림을 알자” 세미나

이슬람 선교 세미나

아시아는 이제 남아있는 선교적 과업을 마무리 해야하는 선교 동원의 현장인 동시에, 가장
미전도 된 무슬림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 아시아의 모든 무슬림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성경적이고 토착적인 선교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을 보고자 미션을
수행하는 인사이더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시아권 무슬림 사역자를 위한 “ 알자” 세미나를
시행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아시아 이슬람 선교를 위한 결정적인 방향성과
전략을 알기 원하는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사오니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기회를 통하여 무슬림 선교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적인 네트웍크와 훈련 및 단기사역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세계의 무슬림 선교 방향성과 흐름을 파악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선교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무슬림을 향한 역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경기/인천지역

서울지역

2월 15일(화)

2월 22일(화)

일시

혜성교회(정명호 목사 시무:
경신고등학교 근처), 서울 종로구 혜화동
5-55
Tel) 02-763-0191
www.hyesung.or.kr

장소

섬김의 교회(서승동 목사 시무:
인천계약구청 맞은편), 인천 계양구
계양 4 동 은행마을 1084-2
Tel) 031-555-2237~8

시간

오후 6시-10시까지 (중간에 간식 및 다과 제공)

문의

인사이더스 선교회/ Tel) 0505-540-0691
총무 고건환 목사 (017-749-8280, ko2191@hanmail.net)

아시아 무슬림을 알자 세미나 세부 일정표
인도자/강사

시간

내용

6:00-7:00

특별 초대 찬양 및 기도 합주회

이현철 목사 찬양팀(푸른동산교회)

7:00-7:45

아시아
무슬림
미전도종족들의
상황과 맞춤 상황화 선교전략

김요한 선교사
(인사이더스 선교회 국제대표)

7:45-8:15

교제 및 휴식

인사이더스 자료 전시

8:15-9:00

아시아
무슬림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예수운동에 대한 현황과
전망

김요한 선교사 외 인사이더스 선교사

9:00-10:00

인사이더스 선교회 필드별
소개, 발표회 및 사역안내

인사이더스 선교회 필드별
(국제/국내/여성/BAM)

사역

인사이더스 선교회 귀중
아시아 무슬림을 알자 세미나

참가신청서
본인은 인사이더스 선교회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무슬림을 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가신청서를 보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소속 교회 및 단체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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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사무실

:

메

손

전

집

&

화

참석을 원하는 세미나 장소 (체크: √):

경기/인천 지역

서울 지역

☞ 본 신청서는 정확한 인원파악 및 보안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ko2191@hanmail.net 와
insiders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