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체크표시 장소: 동남아시아? B-시

소속교회 혹은 단체 : ____________________

4월 코스: ____ 인사이더스 후보자들은 본 국제빠울루스 훈
련 과정이나 “AFMI 훈련” 중 하나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연락처: bandung21@psmail.net

본 응모양식은 인사이더스에 소속되거나 동역하
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단체적으
로 배려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인사이
더스 후보자가
되면 2010년 4
월 동남아시아
에서 실행하는
빠울루스국제
훈련과정에 참
담당자: G-KoM.Net (대표:제임즈)
석하기 원합니
날짜: 2010년 4월 셋째, 넷째 주간
다.

국제 빠울루스 훈련은 인사이더스에서 시작
되어 현재는 빠울루스훈련을 마친 한국인 무
슬림 사역자 네트워크인 G-KoM.Net가 현장
에서 2 주간 운영합니다. (한국어 및 통역으로
진행됨)
인사이더스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친 후보
자들은 본 “국제 빠울루스 훈련(인도네시
아)”이나 “국제전방개척선교협의회(AFMI) 훈
련학교(말레이시아)” 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면
정식선교사 허입 과정에 들어갑니다.

국제빠울루스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email) 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

INSIDERS APPLICATION FORM

후보자
인사이더스
본인은 인사이
더스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2010년 실행하
는 인사이더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참석하
기 원합니다.
아래-체크표시
2월 코스: ____
7월 코스: ____

AFMI 과정

오리엔테이션

후보자

후보자 허입

인사이더스

인사이더스

인사이더스 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은 인사이더
스 소속으로 무슬림 장/단기 사역을 원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일
년에 두 차례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있습니
다.
인사이더스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친 후보
자들은 “국제 빠울루스 훈련(인도네시아)”이
나 “국제전방개척선교협의회(AFMI) 훈련학교
(말레이시아)” 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면 정식
선교사 허입 과정에 들어갑니다 .

AFMI 과정은 마지막 남은 전방개척선교적 과
업을 위하여 아시아 출신의 제 11시 일꾼을
양성하는 국제훈련으로서 전방개척선교를 지
향하는 7 개 국제단체가 AFMI(국제전방개척
선교협의회)를 이루어 한달 과정으로 진행하
본인은 인사이
고 있습니다.
더스 후보자로
인사이더스는 본 과정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허입되면
하여 인사이더스 후보자들의 국제감각을 배
2010년 실행하
양하고 세계전방개척선교적 흐름에 입각한
는 AFMI 과정
국제동역의 장을 개척합니다.
에 참석하기 원
합니다.

4월 코스: ____

장소: 동남아시아? 열린비전센터

장소: 서울 ? 혜성교회

아래-체크표시

날짜: 2010년 4월(한국어) & 8월(영어)

날짜: 2010년 2월 15-19일

담당자: 김활영 (CAR 대표)

담당자: 인사이더스 국제대표 (김요한)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 수시로
인사이더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insiders.or.kr.

인사이더스 후보자들은 본 AFMI 과정이나
8월 코스: ____
“국제빠울루스훈련” 중 하나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연락처: john_yoon@ps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