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스 선교훈련여행


여러분의 재능, 특기와 경험을 살려 선교에 헌신할 기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며,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잘 구축된 선교 인프라 속에서 협력하는 선교의 모델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잘스(JAARS: 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센터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
왝소(Waxhaw) 시에 위치한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의 기술지원센터입니다.
1948 년 설립되어 오지에서 사역하는 성경번역선교사들의 항공 운송과 무선통신 지원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육상 해상 항공 등 모든 운송과 무선 통신은 물론 컴퓨터 기술, 멀티미디어,
물자 구입 및 배송, 건축 및 건물 유지 보수 등 다양한 기술지원사역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도와 자기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훈련목적
이 프로그램은 선교에 관심은 있으나 동참할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신학 공부 등 다른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은퇴 전후의 베이비 부머세대로서 자비량 선교
사역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북미의 한인교우들에게 적합하며 참가하는
개인이나 파송교회에 선교와 동역을 알게 합니다.
첫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특기, 경력을 그대로 활용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잘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 전체를 드려 힘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모습을 통해 지역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스센터 선교훈련 여행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다는
도전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행사 일정
첫 날 (수): 현지까지 차량으로 이동
둘 째 ~셋 째 날 (목~금): 센터견학, 사역부서 탐방, 각종 운송시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
박물관 견학, 선교사 방문 등

넷 째 날 (토): 잘스데이 행사참가및 사역실습(/빌리그래함 라이브러리 방문), 총정리
다섯 째 날 (주일): 귀가
이 밖에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나눔과 협력선교와 관련된 선교 세미나 및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요일과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

참가방법
출발시기: 매년 봄, 가을에 1 팀당 14 명이내로 선착순 등록
참가경비: 1 인당 $300 (현지에서의 숙식비와 행사 참가비등 포함 단, 왕복 카풀교통비*는 본인부담)
*운행거리: 토론토에서 왕복 2,600 킬로, 소요시간: 편도 15 시간내외(+국경통과),
차량연료비용: 약 $300+, 왕복식대 4 회+간식 2 회 = 1 인당 약 $60 가량 예상
참가자 준비물: 성경찬송, 세면도구, 옷가지등 개인용품
등록마감: 행사일(D-day) 1 개월전

행사주관:


잘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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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참가신청> 위클리프한인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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