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회일본전도회의

Re-VISION 2016 in KOBE
【개 요】
〇 기 일 2016 년 9 월 27 일（화）〜30 일（금）
〇 장 소 고베컨벤션센타（효고현고베시）
〇 주 최 제 6 회일본전도회의실행위원회
〇 주강사 크리스토퍼・라이트박사
【테 마】

재생 에의 Re-VISION
〜 복음・세계・가능성 〜

주 예수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기쁨으로 서로 섬기며,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우리들을 살리시며,우리들을 주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3.11 로부터 5 년,1.17 로부터 20 년,전후 70 년,일본개신교선교 170 년,종교개혁으로부터
500 년을 맞이하려는 지금,성서신앙에 뿌리를 둔 우리들은,복음의 훌륭함을 재검토하며,
시대와 세계의 문맥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재검토하고,앞으로의 가능성을 재검토합시
다.

화해의 복음의 사신인 교회는,이 위기의 시대에 넓고 깊은 선교협력을 향해 나아갑니다.
피곤함과 실망,과제와 불안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고,인내하며,지금까지의 발걸음을 평가
합시다.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사,사역의 기회,협력의 태도,선교비전을 정중
히 검토합시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일본・아시아・세계를 응시하며,선교의 꿈을 꿈꾸며,고베
에서 2023 년 제 7 회일본전도회의를 향해 나아갑시다.
Re-VISION 2016 in KOBE.지금이야말로,주께 새롭게함을 받아,새 사명,새로운 연대에 매진
할 때입니다.자,함께 모임고,함께 전하며,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전진의 발소리가 들립
니다.당신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합칩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17

【기본이념】
일본 개신교선교 170 년 1]을 맞이하는 2016 년 9 월,우리들은 고베에서 제 6 회일본전도회의
（JCE6）를 개최합니다.초기 복음파의 정체성인「성서신앙」을 확인한 JCE 는, JCE4 에서
교회는「화해의 복음」의 사신임을 명확히 하며, JCE5 에서는 복음을 위한「선교협력」을
넓고 그리고 깊게 추진할 것을 목표로하였다. JCE6 에서는 그 발자취와 현재의 대처를 확인
하고,7 년후에 예정된 JCE7 를 향해 구체적인 선교협력을 진행합니다.

왜？ 〜개최이념〜
우리들은 성서신앙과 교회의 공공성에 입각하여,교회・교단・선교단체의 선교협력을 위해
더욱더 뛰어난 태도와 환경을 갖추고,또 우리들이 서로 교제와 네트웍을 더욱 살아있는 것
으로 함으로 열매 풍성한 복음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을 목표로합니다.
・ 3.11 을 통해,복음의 확인과 선교의 방법의 재검토,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협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우리들은 이 위기의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그리스도
복음선교의 사명을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
현재 시행하고있는 선교사역을 돌아보며,서로의 상황과 정보를 교환하고,대화를 심
화함으로 새로운 협력분야를 창출하고,더욱더 협력태세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습니
다.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그리스도안에 깊은 교제와 네트웍을 활성화함
을 통해,받아 이어온 선교비전과 사역을 새로운 세대에 계승합니다.
・
일본교회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하고,또 한신아와지대재해로부터 복구중에 있는 국제
도시 고베에 모여,세계와 일본의 각지역의 선교를 위해 축복을 기도합니다.

무엇을？〜달성이념〜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함께 모이고,말씀을 들으며,기도하며 서로의 말에 귀기
울이고,각자의 상황을 나누고,함께 짐을 지는 시간을 보냅시다.그리고 새로운 선교협력의
구체적인 대책에 매진하고, JCE７을 향해 목표를 공유하고,각자의 지역으로 다시 파송받습
니다.
・참가자는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서로 교제와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회장을 테이블형태의 회의로 시행합니다.
・ JCE 정기개최 목적에 맞게,다음 JCE7 을 향한 목표와 의식을 공유합니다.선교협력
분야와 지역「프로젝트」에서 각교회・교단・선교단체 사역,그리고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받아 계승하며,다음에 이어지는 구체적 계획과
매진함에 대해 나누는 기회로 합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사람을 키우고,리더십을 계승하며,젊은이・여성・평신도의 은
사를 활용하며,서로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을 소중히 합니다.
・JCE6 개최지인 고베 제교회와 지역의 구체적인 축복을 위해 고베와 교회를 위해 기
도하며,배우며,사역을 진행합니다.
1]일본개신교선교역사를「170 년」이라고계산하는이유는「삿뽀로선언-21 세기교회의
도전」32 항목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