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캐나다 원주민 예비 선교사 모집

본 훈련은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의 Potter’s Place Mission에서 원주민 선교사
양성의 비전을 가지고 기획되었으며 선교사역의 비전을 가진 크리스천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으로 새로 단장한 선교센터에서 6개월간의 숙식, 언어 및 선교 교육
등 일체의 과정을 제공하는 귀중한 기회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개요

이 과정은 신학생과 교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사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여할 수 있는 6개월의 예비 선교사 훈련입니다. 이 과정은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 인근
의 Potter’s Place Mission(토기장이집)의 20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척된 자
원을 원주민 선교사를 양성하는데 쏟아 붓기 위한 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Potter's Place Mission에서 진행되는 예배, 성경공부, 특강, 선교영어, Street
People(마약, 알코올 중독자, 원주민 등)들을 위한 복음 전도, 식사 섬김, 교제 등을 통해
원주민 선교사로 훈련되거나 앞으로 개인의 사역에서 선교사로 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모집 기간과 인원

모집 기간: 2018년 9월 1일(토) – 2018년 12월 31일(월)
해이스팅 사역 및 훈련 : 6개월(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 근처 해이스팅스 스트리트)
원주민 마을 미션 트립 : 2회(브리티시콜롬비아 주 내에 있는 원주민 마을)
모집 인원: 15명 (선착순)

3. 대상

세례 이상의 성도로서 교회 봉사와 사역 참여의 경험을 가진 분
선교사의 비전과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싱글 남녀, 혹은 자녀가
없는 부부
* 단, 영어회화를 못하거나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이 없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English
Ministry이므로 중학생 정도의 문법과 어휘력은 갖추고 있어야 본 과정을 따라 올 수 있
습니다.

4. 비용

4,200 CAD(캐나다 달러) – 훈련 6개월 총 경비 / 매달 700CAD × 6개월
내역 : 숙식비, 영어성경공부, 선교영어 훈련, 전도 여행비 등 포함|
*훈련 비용은 훈련생의 상황에 따라 2회 분할 납부 가능.
*왕복 항공료, 세탁비 등 사적 비용은 개인부담

5. 훈련 기간

2019년 2월 10일(일) - 2019년 8월 11일(일)
*캐나다 입국기간 : 2019년 2월 4일(월) - 2월 9일(토)
*방문비자 연장시 12개월까지 선교 지원 가능

6. 훈련 내용 간략 소개

A. 영성 훈련 : 매일 공동 묵상, 포터스 플레이스 미션의 예배 참석 등
B. Bible Class : USA Global University 교재로 영어 강의.

C. 특강 : 북미 원주민 선교의 역사와 방법 등
D. 공동체 훈련 : 미션 기숙사 생활
E. 영어 훈련 : 선교 실용 영어 수업(포터스의 예배 및 교제는 영어 기반)
F. 선교 훈련 : 길거리 복음 전도, 원주민 마을 방문 선교, 찬양 준비, 설교 등

7. 신청 방법

http://www.pottersplacemission.com/에서 Potter’s Place Mission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
고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 받아 E-mail로 보내주시거나,
카톡이나 E-mail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문과 관련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그 후 접수된 순서(선착순)로 개인별로 합격 여부와 구체적인 준비 절차를 통보하여 드
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ottersplacemission.com/
E-mail address: ppmission@gmail.com
담당자 박수현 목사 : 핸드폰 1-778-882-3349 / 카카오톡 ID : jindale11

Potter’s Place Mission 선교센터 주소: 21 East Hastings St. Vancouver, B.C. V6A 1M9,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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