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제10회 4/14윈도우포럼 (안_v3)
4/14윈도우 한국연합

(2017.3.4. 사무총장)

� 주제: “교회의 가정 세우기” 

         - 부모의 성경적 모델링 (Biblical Parental Modeling)

� 주안점

  신 자유주의, 다원주의, 권위의 무너짐, 가정의 깨짐, 소통 부재, 성품 교육

의 부재, 저출산, 게임과 스마트폰 등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잃어버

리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학부모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라도 영적인 존재라서 부모의 사고 행동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될 것이기에, 가정 예배 공동체의 형성, 아빠와 엄마간의 행복한 가정생활, 

전인적 성숙으로 교육하고, 말만이 아닌 행함으로 가르치는 성경적 학부모 

모델링이야말로 파워풀한 참 교육이 되겠습니다. 

  [‘4/14 Day’에] (매년 4월 14일)

� 날짜: 2017. 4. 10-11. (월~화) 오전~오후

장소: 서초동 사랑의교회 

  (500명의 공간)

� 진행 방법: 

- 발제 시간을 넉넉히 구성, 논찬, 사례 발표, 질의응답, 소그룹 나눔과 기도 

형식으로 운영

- 퍼포먼스 활용. 

- 매일 오후 1시간의 시간을 할애 4개의 어린이 청소년 선교단체가 본 포럼

의 주제와 연결,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고 참여도를 제고

� 이론 위주가 아닌 실제적 대안/성공사례 및 방법을 제시 

� 전체 세션: 

  제1일
  [1부] 오프닝 - 개회 예배, 비전 제시 

  [2부] 현상의 진단과 대책1

  [3부] 적용과 실제 

  [4부] 기관별 발표 (4개)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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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일
  [1부] 현상의 진단과 대책2 

  [2부] 적용과 실제

  [3부] 기관별 발표 (4개) 및 폐회

� 참가단체

1) 주최: KWMA, 변혁한국

2) 주관: 4/14윈도우한국연합, 할렐루야교회
3) 후원: CTS기독교TV, 국민일보, OneHope, 사랑의교회, 뉴욕프라미스교회

4) 협력 기관: 

  교사의 벗, 교회교육훈련개발원,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문화예술기구(TCI),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홈스쿨협회, 꿈의학교,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다음세대개발원(FOC), 서울우리교회, 시니어선교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어와나, 원바디(호산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육국, 올마이티바이블, ㈜이롬, 

  좋은교사운동, 좋은나무성품학교, 좋은콘텐츠를만드는사람들, 주일학교사역자모임, 

  코스마, 처치홈스쿨, 크리스챤연합신문, 파이디온선교회, 평촌새중앙교회,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한국성품선교회, 한동대학교, 할렐루야교회(변혁팀),

  e미디어워치, CBSI Korea, GICS기독대안학교, IBLP KOREA, KAICAM, ONEHOPE  

  KOREA, SCHOOL IMPACT

(포스터)

1. 광고 박스 안의 문구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가정 연계, 교회의 학부모 훈련이 절실합니다. 

제1일 주강사

* 장순흥 총장 (한동대학교) - 다음세대 4/14윈도우운동의 비전        

* 박상진 교수 (장신대학교) - 교회의 부모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Jeremy West (OneHope 아태본부장) - 미국 부모의 모델링

* 강안삼 대표 (God Family) - 한국 부모가 갖추어야 할 모범

제2일 주강사

* 김용태 교수 (트리니티 신대원대학교) - 성경적 자녀 교육과 부모의 역할

* 송근후 교장 (도촌 초교) - 공교육에서 기독학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영향

* 김성묵 장로 (온누리교회) - 아버지학교의 부모 교육 주안점

* 이종삼 교장 (꿈의학교) -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 교육 주안점

* 이시영 장로 (전 UN대사) - 조부모의 4/14세대를 위한 효과적 교육

2. 참가 대상: 교회 담임목사, 교역자, 교사, 학부모, 선교사 및 관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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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표

� 주제: ‘교회의 가정 세우기’

         - 성경적 학부모 모델링(Biblical Parental Modeling) 

   제1일

4.10 (월) 프로그램
예비 모임

07:30-09:00 실행위원 및 강사 조찬 미팅, 비전 공유 및 기도

09:00-09:30 참가자 제1일 등록

09:30-09:50 찬양 - School Impact 천태혁 목사 인도

09:50-10:00 기도 – 시니어선교한국 상임총무 이 다니엘 선교사 인도

제1부 오프닝

10:00-10:15 환영사 (변혁한국, KWMA) / 축사 (CTS, 사랑의교회)

10:15-10:45
말씀 - 다음세대 4/14윈도우운동의 비전(대표회장 장순흥)(30분)

Vision of Next Gen 4/14 Window Mvmt – Dr. Soon Heung Chang, HGU 

10:45-10:55
포럼 어젠다 제시 (사무총장 허종학) 

Agenda Setting - John Hur, General Secretary of 4/14 Window, Korea

제2부 현상의 진단과 대책1
10:55-11:05 특송 – 이빛 찬양단

11:05-12:25

(1강) 주 발제: 교회의 부모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Church’s Training of Parents

- 장신대 박상진 교수 (50분) Prof. Sang Jin Park, Presbyterian Seminary

 * 논찬(교회, 가정교육 전문 2명*7분) 14분 + 질의응답 나눔 기도 16분

12:25-12:30 광고 및 그룹 사진 촬영

12:30-13:30 점심 시간 (BOOTH 돌아보기 포함)
제3부 적용과 실제1

13:40-13:50 찬양 - School Impact 천태혁 목사 인도

13:50-16:10  

(2강) 해외 사례: 미국 부모의 모델링 U.S.A. Parental Modeling 

- OneHope 아태본부장 Ps. Jeremy West (40분)  

(3강) 한국 가정의 자녀 교육의 도전 or 보이지 않는 부모의 영성

- 킹덤 패밀리 박다니엘 교수 (20분)   -디르사 선교회 이수영 선교사

(4강) 한국 부모가 갖추어야 할 모범 Korean Parental Modeling

- God Family 강안삼 대표 (40분) 

  * 2,3,4강 통합 논찬(3명*7분) 21분 + 질의응답 나눔 기도 19분

16:10-16:30 Tea Break

제4부 어린이 청소년 사역 기관별 발표1 

16:30-17:30

(각 14분)

1) OneHope – Mr. Rodel Lacson, OneHope Philippines

2) 한국어린이전도협회 (CEF) - 대표 서영석 목사 Samuel Seo

3) 처치홈스쿨 (Church Home School) - 대표 이송용 선교사 SY Lee

4) 스쿨임팩트 (School Impact) - 대표 천태혁 목사 T.H. Chun

17:30-17:40 광고, 기도 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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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일

* 주로 부스 운영 기관 중에서 트랙 강의 담당

4.11 (화) 프로그램
예비 모임

07:30-08:30 실행위원 및 강사 조찬 미팅, 비전 공유 및 기도

08:30-09:30 전일 피드백 밀 선언문 기초 / 참가자 제2일 신규자 등록

09:30-09:50 찬양 – Tirzah 선교회 이수영 선교사 인도

09:50-10:00 기도 – 권진하 목사 교회교육개발원 권진하 목사 인도

제1부 현상의 진단과 대책2

10:00-10:15
제1일 리뷰/ 제2일 어젠다 제시 1st Day Review / Remaining Agenda

- 사무총장 허종학 John Hur, General Secretary of 4/14 WIndow, Korea

10:15-11:30

(5강) 성경적 자녀교육과 부모의 역할 Biblical Education of Children

- 횃불트리니티신대원대학교 김용태 교수(50분) 

   Prof. Yong Tae Kim, Torch Trinity Seminary 

* 5강 논찬 (2명*7분) 14분 + 질의응답 나눔 기도 11분 (25분)

제2부 적용과 실제2
10:35-10:45 특송 – 임청화 교수 또는 현악 3중주팀 

10:45-11:25

(6강) 공교육에서 기독학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영향 – 킹덤의 관점 

Desirable Role and Effect of Christian Parents in Public Education

- 도촌초등학교 송근후 교장 (40분) Keun Hoo Song, Principal of Dochon Elementary School

11:25-12:05
(7강) 아버지학교의 부모교육 주안점 Father School & Training of Parents 

- 온누리교회 김성묵 장로 (40분) Elder Sung Mook Kim

12:05-12:30 * 6,7강 통합 논찬(2명*7분) 14분 + 질의응답 나눔 기도 11분

12:30-13:30 광고 및 점심 시간 (BOOTH 돌아보기 포함)

13:40-14:00 찬양 – Tirzah Trust 이수영 선교사

14:00-14:40
(8강) 기독교대안학교 학부모교육 주안점 Core of Christian School’s Training of Parents

- 꿈의학교 교장 이종삼 (40분) Ps. Jong Sam Lee 

14:40-15:20 
(9강) 조부모의 4/14세대를 위한 효과적 교육 Grandparents’ Education 

- 전 유엔 대사 이시영 장로(40분) Elder Si Young Lee, Ex-Embassador to U.N. 

15:20-15:45 * 8,9강 통합 논찬(2명*7분) 14분 + 질의응답, 적용기도 (11분)

15:45-16:00 선언문안 검토 Review of Mission Statement

16:00-16:20 Tea Break 및 Booth 돌아 보기

제3부 어린이 청소년 사역 기관별 발표2 (부모의 모델링 중심)

16:20-17:20

(각 14분)

5) Focus on the Calling – 대표 정승인 목사 Seung In Chung

6) 주사모 – 대표 고상범 목사 Sang Bum Koh

7) 놀이미디어 교육 센터 – 권장희 소장 Jang Hui Kwon

8) 좋은나무성품학교 – 김희종 이사 Hee Jong Kim

17:20-17:40 선언문 발표, 광고, 기도 후 폐회 Declaration of Mission Stat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