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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바로 알기 및 무슬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수신: 교회 선교위원회 및 개인 관심자
발신: 명성교회(예장 합동), 인사이더스 선교회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21세기 들어서 이미 미국서 일어난 9.11 테러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이슬람에 대한 관심의 폭증과 함
께 복음주의 선교계에서도 이슬람 선교에 대한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인 선교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슬림 외국인 근로자들 및 국제 결혼을 통한 무슬림들의 이주와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이후로 이슬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해외 단기
사역자들의 이슬람 지역 선교활동에 따른 이슈가 등장하여 외교통상부에서는 민감한 이슬람 지역의
선교활동 규제 및 여권법 개정과 같은 강력한 제제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왔고, 지금도 복음의 확산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초대 교회가 형성되던 무렵 네로의 피바람 이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공권력을 통하여 신을 부인하도록 하였던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자체적 생명력을 가지
고 확산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복음은 순결함을 져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확장되
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지혜도 필요하였습니다. 그 지혜는 아마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때
로는 공적인 장소에서의 순교로 때로는 지하에 숨겨진 개인이나 회중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지
만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 있는 과업, 특히 무슬림들의 엄청난 확산을 바
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에 합당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
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마지막 제 십일 시의 일꾼들로서 쓰임받
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 많은 이슈들이 무슬림 / 이슬람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이슈들에 접근할
것인지, 명성교회에서는 인사이더스 선교회와 함께 금번에 공개 세미나 및 강좌를 개최함으로서 열린
토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미나 및 공개 강좌를 개최하오니, 마지막 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과업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슈들을 이해하고 동역할 수 있을지 와서 듣고 서
로가 배우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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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2월 4일(토) 오후 2:00-7:00
2월 5일(일) 오후 3:00-6:30
장소 : 명성교회(김인환 목사 시무) 서울 관악구 청룡동 1533-2(www.msc.kr)
강사 : 김요한 선교사, 서승동 목사, 배윤호 선교사
참가비 : 없음 (스낵과 티 제공)

● 강의 차림표
1. 2012년 2월 4일(토) 2:00-7:00
2:00 - 2:30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찬양
2:30 - 3:40 전방 개척선교에 대한 이슈
3:40 - 3:50 BREAK TIME
3:50 - 5:00 현대 선교의 남아있는 과업의 이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바른 이해
5:00 - 5:10 BREAK TIME
5:10 - 6:30 효과적인 무슬림 사역을 위한 파송 교회, 선교현장, 선교단체의 상관관계 및 동
역의 중요성
6:30 - 7:00 질의 / 응답 / 토의
2. 2012년 2월 5일(일) 3:00-6:30
3:00 - 4:30 예배, 한국교회의 무슬림 사역에 대한 책임 및 동역
4:30 - 4:50 BREAK TIME
4:50 - 6:00 세계선교의 남은 과업과 아시아의 무슬림, 그리고 한국 통일의 상관성
6:00 - 6:30 질의 / 응답 / 토의

Ⅰ. 무
 슬림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보와 자료들을 구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Ⅱ. 무슬림 여성사역의 내용과 다양한 기회들과 미혼 / 기혼 여성 선교사의 은사와 커리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Ⅲ. 또한 전방개척선교의“내부자관점 및 상황화”그리고“선교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공개강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선교 현장적 필요 및 방향성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Ⅳ. 세계 선교의 남아 있는 과업과 무슬림 선교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사적 / 상
황적 - 통시적/동시대적 이해를 통하여 마지막 선교 시대에 감당해야할 제 십일 시의 일꾼으로서
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Ⅴ.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현장 및 선교단체와의 협력적 상관관계를 이해함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세우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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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프로필
1. 서승동 목사
(전)
(현)
(현)
(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 노회장
인사이더스 선교회 이사장
예수전도단 PDTS 영성훈련 전담강사
섬김의 교회 담임(태국 빠따니 말레이족 입양)

2. 김요한 선교사
OMF G.M.S, 혜성교회 파송 선교사
(혜성교회, 한국 1호 미전도종족 입양)
(현) 인사이더스 선교회 대표
(현) 아시아 전방개척 선교학회(AFMI-ASFM) 코디네이터
3. 배윤호 선교사
(전)
(전)
(전)
(전)
(현)

NTM 부족선교회 총무
인사이더스 선교회 국내대표
OMF - SEAM 필드 선교사
미션월드(한국 최초 전문 선교저널) 편집인
인사이더스 선교회 수마트라 코디네이터

● 문의 및 참석자 연락처
임 건
강길수
황 유
명 성

선교사
집 사
선교사
교 회

010-2883-1142
010-2242-4624
010-7205-1142
02-877-2556

● 이메일 상세 문의처
임 건 선교사 lcm981224@gmail.com
강길수 집 사 psgskang@gmail.com

명성교회 당회장 김 인 환 목사
인사이더스 선교회 대표 김 요 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