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주 태국선교사연합회 회장 
참조 : 북부선교사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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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태국 선교사 및 자녀 재충전수련회” 초청 안내 

1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고구마글로벌미션은 지역교회와 선교지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하는데  하나님나라의 
작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3. 교단과 교파와 선교단체를 초월하여 선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선교사 및 자녀 재
충전 수련회”는 이미 파송되어 열악한 선교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지쳐있는 선교사와 그 자녀를 위
하여 선교지의 수련회 장소 한 곳을 정하고, 그곳으로 주변국 선교사님과 가족을 초청하여 재충전
과 회복이 있는 풍성한 사랑나눔 잔치입니다. 이 사역에는 전문찬양팀(인도자 박희정목사를 비롯, 
사운드엔지니어 포함한 전문싱어와 연주저들)과 열린음악회(크리스천 음악인, CCM가수), 의료선
교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문사역자, 주방팀 등 15개 팀의 자원봉사자(약100명)들이 미국, 캐나
다, 한국 에서 참여하여 선교사님과 가족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4. 이 사역은 2006년 두바이에서 두바이한인교회의 협력으로 이슬람 57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슬람권 선교사 및 자녀 재충전수련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매년 1회 선교지별로 돌아가며 지
금까지 16회를 했습니다. 17회는 2022년 7월 초순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인선교사 260명, 자
녀 67명을 초청하여 108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동유럽선교사 및 자녀 재충전수련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참석하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모두 회복되어 다시 힘을 얻
고 사역지로 재파송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립니다.  

5. 2023년 제 18차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태국 선교사 재충전수련회”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
로 확정되었기에 선교사 및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6. 태국 선교사재충전수련회 일정: 2023년 8월 14일(월) 오후 1시~8월 16일(수) 저녁 9시 
                                           장소: 치앙마이 중앙교회(김선국 담임목사)  
7. 체류호텔은 논의 중이오니 결정되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호텔슥박은 치앙마이 시내지역을 제
외한 외곽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에 한합니다, 치앙마이 시내 지역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출퇴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마감: 산착순 2023년 5월 31일(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비:무료, 숙식제공  
-문의 및 참가신청: 태국선교사 연합회 회장 또는 북부선교사연합회 회장 
-신청시 필요사항: 가족포함 이름(영문/한글), 생년월일(자녀 참가시 나이와 학년), 선교지, 파송교
회이름 및 교단/단체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주소), 티셔츠 사이즈(대/중/소, 남자/여자),  
-여권번호, 항공편명과 도착시간(타 지역에서 참가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