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단체 소개

단체명

대표

(사)한국컴미션 (Come Mission Korea)

조슈아 선교사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단체소개
(간략)

The End will COME (그제야 끝이 오리라)
컴미션의 이름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척박하고 질병이 많
기 때문에, 자녀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복음이 닿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2001년 미국 LA에 국제본부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과 호주에 지역 본부가 설립되었
역

사

고, 2005년 프랑스 지역 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0개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사역
중에 있습니다.

컴미션이 추구하는 선교 방향은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력 사역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 사역을 이양하고 재생산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각자의
사역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모든 종족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컴 선
교사들의 최종 과업입니다.

주
연락처 및 주소

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56길 62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도보 5분)

홈페이지: www.m2414.org
연 락 처: Tel. 02-859-2414 / E-mail. m2414seoul@gmail.com

선교프로그램 소개
<훈련 소개>
1. STEP to All (선교를 이해하다)
: 신구약이 말하는 선교, 바울의 선교와 선교의 역사 등을 통해 마24:14의 선교를 이해합니다.

2. JUMP to All (선교를 체험하다)
: 한국 선교 역사와 세계 선교의 동향, 다양한 선교 방법 등을 배우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바른 선교를 체험
합니다.

3. SEND to All (선교를 뒷받침하다)
: 선교 동원과 행정, 멤버케어, 무릎선교 등 보내는 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여 선교의 주체인 교회의 바
른 선교를 모색합니다.

4. FLY to ALL (선교사로 파송되다)
: 전도하여 제자삼는 훈련, 종교와 지역 연구, 선교 현장에서의 실제 사역 준비 등을 통해 장단기 선교사로 준
비하여 파송받습니다.

<훈련 일정>
STEP to All (선교를 이해하다)
상반기, 하반기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진행 예정
JUMP to All (선교를 체험하다)
상반기, 하반기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진행 예정

<훈련 신청>
* 비용: 4만원 / 대학생 2만원 (강의안 및 간식 제공)
* 장소: 한국컴미션 본부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56길 62 /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보 5분)
* 문의: 02-859-2414 / m2414seou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