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40주년 LTC 

및 기념대회

어린이 캠프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어린이 큐티 캠프는 즐겁게 활동하면서, 말

씀을 배우는 캠프입니다. 집중적인 큐티훈련을 통해 캠프 후에도 스

스로 큐티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습니다.

◆ 주제 :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 강사 : 박명섭 목사(대구지부 총무) 외, SU 어린이사역 전문 강사

◆ 대상 : 초등 1-6학년   

◆ 프로그램

    ·캠프 달구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1-4과)

    ·반별 활동(큐티를 배워요, 큐티를 해봐요)

    ·나눔

    ·야외 활동(유적지 문화 탐방, 물놀이) 등 

청소년 캠프

◆ 주제 : 십대, 하나님 나라 그루터기

◆ 강사 : 탁주호 목사, 김미용 전도사 외, 청소년 전문 사역자

◆ 대상 : 중1-고2(선착순 30명)

◆ 프로그램 

    ·캠프 달구기

    ·삶(QT)과 하나님 이야기

    ·큐티 나눔

    ·DBS

    ·유적지 문화 탐방

    ·DJ 렉스 & 비보이 공연

    ·SUY 네트워크

회비 및 등록

• LTC 전체 참석 : 7월 20일까지 등록 16만원, 20일 이후 17만원

• 기념대회만 참석(8월 10일-11일): 5만원

• 어린이, 청소년 캠프 : 10만원 

• 5세 이하 유아 : 회비 없음

※  40주년 초청장을 받으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는 참석 회비 면제 혜

택을 드립니다.

•문의 : 02-2202-0091(내선 133번)

•등록 : SU 홈페이지(www.su.or.kr) ‘40주년 기념 LTC’ 등록 게시판 

오시는 길

1) 자가용 이용시

   - 천안 동남구 삼룡동 40번지, 041-560-1999

2) 대중 교통 이용시

   - 천안역(일반기차역): 학교(5km 거리), 400번 버스

   - 고속터미널: 학교(6km 거리), 400, 500, 24번 버스

   -  아산역(KTX): 15분마다 SU 셔틀 버스 운행(아산역 ⇢ 고려신학

대학원)

※  셔틀 버스는 8월 8일 낮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아산역에서만 운행

합니다. 

약도

일시  2012년 8월 8일(수) - 11일(토)

장소  고려신학대학원(천안)

강사  이승장 목사, 박은조 목사

 Nick Dean(OMF 선교사) 등

문의  02)2202-0091(내선 133번)

With the Unchanging Word, 
into the Changing World!

(사)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4 

Tel 02)2202-0091 Fax 02)2202-0095 Homepage http://www.su.or.kr



기념대회 (8월 10일 늦은 7시) 

LTC 마지막 날 SU 40주년 기념대회를 갖습니다. 지나온 40년의 역

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향

해 비전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Session 1 은혜와 예배

·찬양 ·40주년 오프닝 ·문화 공연 ·입장식 ·합창  

•Session 2 감사와 축복

·한국 SU 40년 발자취 ·메시지 ·축사

•Session 3 비전과 헌신

·SU 사역소개 비전 ·비전 2022 선포식 ·봉헌

•Session 4 기쁨의 축제

·특별 축하 공연 ·애찬

SU 이사·위원 트랙 

SU 이사, 위원,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SU의 역사, 사역 원리, 사역 

현황과 비전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강 : SU 정체성과 위상 확인 

 1-1강 : What is SU? SU 정체성과 운영방향 

 1-2강 : Who is SU? 사역자, 이사, 위원의 역할, 자기계발

 1-3강 :  Where is SU? SU의 현주소, 새로운 10년의 비전

•2강 : 소그룹사역에 대한 검토와 발전적 개발방향 

 2-1강: 창의적인 소그룹 인도법 시연

 2-2강: 선교 현지의 묵상 사역 전략

•3강 : 차세대 사역 개발을 위한 전략 

 3-1강: SU의 차세대 사역 원리와 새로운 대응 방안

 3-2강: 한국 SU의 차세대사역 현실과 개발전략

•4강 : SU의 새로운 변화와 자원봉사자 운동 

 4-1강: 영국 SU의 자원봉사자 운동

 4-2강: 동서아시아 권역의 모범적인 사례

 4-3강: 한국 SU 지부위원회의 발전적 개발방향

•5강 : 트랙별 보고와 종합 토의 

 5-1강: 발제와 종합 토의

 5-2강: SU 비전 2022의 실현 방안

※디아스포라 사역 포럼

LTC 프로그램

8월 8일(수) 8월 9일(목) 8월 10일(금) 8월 11일(토)

6:50-7:50 기상 및 그룹별 나눔

7:50-9:00 아침식사 및 휴식

9:00-12:00

트랙별

훈련Ⅰ

1) 초급 

2) 중급 

3) 심화 

4) 주교교사 

5) SU 위원

트랙별

훈련 Ⅲ

선택특강

폐회예배

수료식 

(11:30-12:30)12:00-14:00 등록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7:00

개회예배

 (박은조 목사) 

여는 축제 

및 강의

트랙별

훈련 Ⅱ

트랙별

훈련 Ⅳ

17:00-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19:30 찬 양
SU 40주년 

기념대회 

(Nick Dean, 

Tadash, 

Koh Gim Lam 

선교사 등)

19:30-21:00

말씀사경회 

이사야서 강해

(이승장 목사)

21:00-21:20 나눔, 기도회

초대의 글 

40주년을 맞는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는, 한 사람이 열 걸음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이 한 걸음을 함께 걷는 마음으로, 다시 미래를 향

해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경읽기, 차세대 양육, 묵상목회 지원, 소외된 자 돌봄, 

해외 선교 사역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곤궁한 세상에 생명의 숨결

을 불어넣는 일을 변함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이 

작은 발걸음 위에 성령이 함께하시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비

전에 함께 할 믿음의 지체들을 이번 ‘40주년 LTC와 기념대회’에 초청

합니다.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이사장 민경동, 대표 도문갑

LTC 강사

◆ 40주년 LTC

◆ 기념대회

LTC 트랙별 세부 과목

•20여 명의 SU 전문강사가 돕습니다.

트  랙 강  좌

초급 초급 이론과 실제

중급
묵상 클리닉 1,2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

심화

장르별 성경묵상 1(내러티브)

장르별 성경묵상 2(예언서, 시가서)

성경해석, 소그룹 이론과 실제

주일학교 교사

창의적인 성경교수법

소그룹(분반) 지도 요령

큐티지도

부모와 함께하는 큐티교실

선택특강

묵상과 설교 이론과 활용법

기독교 세계관

큐티와 글쓰기

E100 성경 읽기

이승장 목사 (예수마을교회, 前학복협 상임대표) 

- 저녁집회 주강사

Koh Gim Lam, 고김람 목사

(SU 동서아시아지구 이사)

박은조 목사 (판교샘물교회) - 개회예배 특강 

Nick Dean, 임익선 목사 (OMF 선교사)

Tadashi Oyamada, 타다시 오야마다 목사

(SU 동서아시아지구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