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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비즈니스 맨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순응 하라고 모두 당장 선교지
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
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전7:20)” 는 말씀대로 지금 있
는 그 자리 비즈니스에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비
즈니스가 당신의 영화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
라,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의 비즈니스 활동 전체를 통해서 실체로
나타내고, 행동하고, 보여지고, 경영으로 이루어지며 재화와 서비
스로 창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당신이 있는 비즈니스에서 받았다
고 확신 한다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더 이상 세상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비즈니스의 소유주이거나, CEO 이거나, 중요한
리더라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역지 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 하고 있
는 부르심 입은 기업가요, CEO 인 것입니다.

제 3회 열린선교 세미나
-

주제: 이제 비즈니스선교(BAM) 시대이다!
강사: 조 샘 선교사
장소: 샬롬 홀
참가비: 없음
참가신청: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
(선착순,좌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문의: 전문인선교팀 604-889-2244 윤덕규 권사.

당신이 심겨진 곳에 서 꽃을 피우라!
도시에 있어서 Market Place는 인갂의 심장부이다.
Market Place 에서 소명을 받은 남녀들이 교회나,
선교현장에서 섬기는 이들에 비해,
자신들을 이류 헌신자로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본다.
...
이제는 Market Place사람들, 곧 비즈니스맨들이 그들의 사역을
제대로 인정 받아야 할 때가왔다. 왖냐하면 요엘이 예얶 하였고,
사도행전 2:17에서 베드로가 예얶한 마지막 때의 부흥은
교회건물 안에서뿐 아니라, 도시전역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핵심 그룹인 제자들을 뽑을 때,
성전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뽑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전과
회당에 머물지 않고, 전세계의 모든 도시를 맊지는 것이었다.

제 3회 열린 선교 세미나
이제 비즈니스 선교 시대이다!
Business as Mission

도시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기 부름 받은 회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 해야 한다. 맊일 당신이 사업을 위해
구별되었다면. Market Place는 당신의 소명이 성취되는 장소이다.
기억하라! 19세기 초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대각성 부흥운동은
뉴욕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사업가들의영향이 컸다는 것을..
우리시대에 3차 대각성 운동도 역시 믿는 실업인들에 의해
일어날수 있다는 것을….

행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얶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일시 : 2011년 11월 26일 오후7시
장소 : 샬롬 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