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드디어 제6회 일본전도회의의 해가 되었습니다. 일본선교의 열정과 넓은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전국의 형제자매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의에는 각 테이블마다 토의식 교제에 중점을 두고, 열매 있는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빠른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고베에서 만납시다!
실행위원장 竿代照夫
제6회 일본전도회의를 고베에서, 라고 결정하고부터, 고베의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과의 교류
를 통해서, 고베의 땅이 일본 그리스도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
임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 고베에서,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며 전도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진해서 참가합시다. 다함께 다음세대를 잇는 선교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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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간증

찬양・간증

찬양・간증

강연：주강사
《복음》코이노니아

강연：주강사
《세계》코이노니아

강연：주강사
《가능성》코이노니아

회장

中台考雄

강사소개
크리스토퍼. j. h 라이트 박사
1947년 북 아이스란드 출생. 캠브릿지 대학 졸업 후 영국 국교회 목사, 인도 유니온 성서 신학교
교사, 올레이션즈 신학교 교장을 거쳐, 현재는 란함파트너쉽 국제 총간사. 제3회 로잔 세계선교회
의에서[케이프타운결의표명]의 주필을 맡았다. 저서로는 신명기, 에스겔서 주해서,[구약성서의 하
나님의 백성의 윤리]등 다수.
기본이념
일본의 프로테스탄트선교17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9월, 우리는 고베에서 제6회 일본전도회의를
개최합니다. 초기 복음주의의 근간인 [성서신앙]을 확인한 JCE는, JCE4에서는 교회가[화해의 복
음]의 사자라는 것을 밝히고, JCE5에서는 복음을 위한[선교협력]을 넓고 깊게 전진시키는 것을 목
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JCE6에서는 그 걸음과 현재의 대처를 확인하고, 그리고 7년 뒤에 예정
되어있는 JCE7를 향해 구체적인 선교협력을 전진시키고자합니다.

프로그램
JCE6는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참가형 회의 입니다. 7년 뒤의 JCE7를 향하여, 또 각 지역으로 넓
혀지는 선교협력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참가자는 각 프로젝트의 테
이블에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선포되는 [복음, 세계, 가능성]에 대한 주제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코이노니아로 나누며, 분과회의에서 배우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의 일본어 선교, 일본에서의 외국어선교에 각각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포
함하여 각지에서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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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발표(6)

프로젝트발표(6)

점심：세대별교제

점심：지역별교제

분과회①

프로젝트워크숍

분과회②
저녁：각자
・교단、지역지도자

저녁：각자
・`同언어그룹

종합프로젝트(3)발표
설교・JCE7 이어서・기
도의시간

＊30밤〜10/1
「재외일본어선교
종사자의 모임」
＊10/1 청년대회

《일반공개집회》
1.청년선교의 모임
2.세계선교의 밤
3.고베스페셜

《일반공개집회》
1.청년선교의 모임
2.C라이트씨강연회
3.고베스페셜
4.심포지움

코이노니아
선택한 각 프로젝트 테이블그룹입니다. 주제강연의 나눔과 교제를 갖습니다. 이번 전도회의의 중
심이며, 참가형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15개 분야에 있어서 목표와 JCE7을 향한 행동계획이 발표됩니다. 워크샵에서는 프로젝트의 내용
이해를 깊이 있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역의 협력에 대해 논의 합니다.
분과회
각기 분야에서의 선교 활동에 대해 배웁니다. 두 개의 분과회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집회
(1)일반공개 프로그램 – 고베시내의 교회에서 개최되는 자유참가 집회. 참가비가 필요한 집회는 당일 지불합니다.
국제色(식)풍성한 마음으로[환대] 28일(밤)/1,000엔
풋살과 온천 29일(밤)/1,500엔
세계선교의 밤 28일(밤)>회장 : 일본그리스도교단 고베 영광교회
C.라이트 강연회 (영어) 29일(밤)>회장 : 그리스도개혁파 고베신항교회
(2)고베스페셜(저녁프로그램. 사전등록필요) – 고베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세한사항은 별지또는 HP참
고

KOBE나이트크루즈with크리스나이트 28일(밤)/9,000엔
개별전도세미나 29일(밤)/1,000엔(저녁포함)
고베유니온교회에서 저녁을 29일(밤)/5,000엔
(3)포스트프로그램(전도회의 개최후의 개최)
청년대회 10월1일(토)
재외일본어선교종사자의 모임 9/30저녁(유료)~10월1일오전(사전등록필요)
>회장: 일본예수그리스도교단 고베중앙교회

접수방법
참가등록은 인터넷접수입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있지않는 분은 FAX접수도 가능하니 近畿日本ツーリスト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이 회의의 주지(기본이념참조)에 찬성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가 가능합니다.
.성도분은 소속교회의 목사의 승인을 얻고 접수해주십시오

접수 및 문의처
.홈페이지 http://jcenet.org에서 [접수]화면에서 등록해주십시오
등록, 투어관계의 문의처 : 0570-064-205
近畿日本ツーリスト주식회사 여행 서비스센터 동일본 [제6회 일본전도회의] 과
그 외 문의처 : 0000-000-000 일본전도회의 사무실
.교단 단위 등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는 近畿日本ツーリスト로 직접 상담해 주십시오.
.저녁 오픈집회만 참가하시는 분은, 사전접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접수기간
접수개시 1월 00일(0)~
접수종료 8월말까지 *교통,숙박을 희망하는 분 : 7월말

신청순서
1. 인터넷 참가등록을 해 주십시오 > http://jcenet.org
2. 인터넷 접수 완료후, 접수확인메일이 발송됩니다.
3. 참가비를 지불해 주십시오.
*참가비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3월말까지 > 10,000엔
6월말까지 > 11,000엔
8월말까지 > 12,000엔
*참가비에는 27일 저녁, 28일,29일 점심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숙박은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희망자에게는 여행사가 준비합니다. 고베근교의 호텔은 만
실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예약해 주십시오.
*참가비의 취소는 환불되지않습니다만, 결석해도 당일 자료 또는 보고자료등을 보내드립니다.
*학생, 신학생의 희망자는 당일 현지에 2,000엔 payback이 있습니다.
4. 프로젝트/분과회의 선택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일부 유료 분과회도 있습니다. )
.프로젝트에서 1개, 28일의 분과회에서 2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 2희망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회장의 사정의 의해 제1희망에 출석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옵션기획의 선택(별과금) 중앙우측페이지 하단 참고
.고베스페셜옵션투어(3코스)
.재외일본어전도종사자의 모임

6. 안내, 자료의 송부
.참가증, 자료, 각종교환권(식사, 개별 예약 숙박/교통티켓)등, 8월하순경 각개인에게 우편발송됩니다.

지불방법
지불은 신용카드 또는 은행이체.
교통안내을 희망하시는 분은 , 여행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메일을 청구금액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