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사역
컨퍼런스

2021 미주

9.24(금)-26(주일)

뉴저지초대교회 교육관
119 Rockland Avenue
Northvale, NJ 07647

교회 장애사역 담당 사역자, 교사, 부모, 
장애인 사역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지붕을
뚫는
선교적
장애사역

장애를 향한 편견과
내 안의 한계를 뚫으며 

교회의 공동체에서 
커뮤니티로 지경을 넓히고 

경계를 허무는 
2021 미주 장애사역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PCSM 장애인 선교 
전문사역자 과정
9월 27일(월)-29일(수)

장애자녀 부모 세미나
9월 30일(목)

문의   뉴저지초대교회
추민지 전도사   mindychoo@njchodae.org    +1-201-252-7567 
권영제 집사       HisFriends@njchodae.org       +1-201-366-2526

뉴저지초대교회 홈페이지
www.njchodae.org

온라인 등록  

주최   뉴저지초대교회 / 한국장애인 사역연구소
☞ 등록링크

https://forms.gle/26Dd3zaUChmxNscZ8
https://forms.gle/Kjjfehc6fg4dq3gY9
https://forms.gle/Kjjfehc6fg4dq3gY9


장애자녀 부모 세미나 (9/30)
참가비 무료, 식사 제공

9월 30일(목) 9:00am-1:15pm
- 우리를 위해 장애인을 주신 하나님
- 질의 문답

PCSM 장애인 선교 전문사역자 과정 (9/27-29)
참가비 $ 350 (식사와 강의 교재 제공, 숙박비 별도), 숙박 코드: CCG, 개인별 예약 아래 참조

9월 27일(월) 8am-4pm
- 축복의 통로인 장애인
- 연약함의 신비를 드러내는 장애인
- 장애인 이해와 교회 교육
- 장애인 교회 학교 운영기획
- 영적 거울인 장애인

9월 28일(화) 8am-4pm
- 장애인 교회학교 학습과 세례
- 장애인 사역자의 영성과 자세
- 장애인 교회학교 설교 클리닉
- 장애인 교회학교 예배 기획
- 아름다운 가족으로 만드는 장애인

9월 29일(수) 8am-2:30pm
- 교회의 운영원리를 깨닫게 하는 장애인
- 장애인을 낳으신 하나님
- 부모교육 및 가정 심방
-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장애인

장애사역 컨퍼런스 (9/24-26)
참가비 $ 100 (식사/교재 제공, 숙박비 별도, 뉴저지초대교인 등록시 일괄 지원), 숙박 코드: CCG, 개인별 예약 아래 참조

9월 24일(금) 8:20am-6pm
- 지붕을 뚫는 사람들의 믿음
- His Friends 교사 교육 I
-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 His Friends 사역 사례 발표
- 장애인과 교회 공동체 Q&A

9월 25일(토) 8:20am-6pm
- 장애인과 성경적 인간상
- His Friends 교사 교육 II
- 사역사례 발표 I, II
- 장애인과 부모 상담 Q&A
- M국 사례 발표

9월 26일(주일) 9:35am 
- 2부 장년예배와 통합예배

강사소개
김해용 목사
- 사랑의 교회 장애인복지재단 설립자
-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소장
- 전국장애인교회학교협회장
- 사단법인 평생돌봄 이사장
- 평돌교회 담임목사

김창근 목사
- 한인 발달 장애 사역기관 
   원미니스트리 디렉터
- 애틀랜타 프라미스교회
- Special Need Ministry 디렉터

김정기 목사
- 미주밀알 선교단 사무국장
- 새누리교회 장애 사역부
- Roof Top Misnistry 담당

추민지 전도사
- 뉴저지초대교회 
  특수예배부 His Friends 담당

오선호 집사
- MERCI World Adviser
- 뉴저지초대교회 선교기획부장

추필립 집사
- 특수교육 교사
-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BCBA)

숙박 개인별 예약 방법
Holiday Inn  329 NY-303, Orangeburg, NY 10962
예약 링크 :  ☞ Click (또는 좌측 QR코드 스캔)       예약 전화번호 : +1-845-359-7000    
*예약시 주의사항 : 할인 숙박비를 위해 해당 날짜와 숙박코드(group code) CCG를 입력해 주세요.

장애인교회학교를 위한 교육사역, 장애인 복지선교 현장을 위한
복지사역,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위한 문화사역을 통해 오늘에
안주하는 사역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olidayinn.com/redirect?path=hd&brandCode=HI&localeCode=en&regionCode=1&hotelCode=ORANY&_PMID=99801505&GPC=CCG&cn=no&viewfullsite=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