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 Conference :: We are the Church
my
app.
design

제이어스
컨퍼런스
2013

목차

contents.
01.

제이어스 소개

02.

컨퍼런스 배경 및 목표

03.

컨퍼런스 일정

04.

세션소개

05.

기타 관련정보

06.

이전 컨퍼런스 리뷰

제이어스 소개

J-US.
J-US 제이어스는,
예배와 문화사역을 통해
다음세대를 예수그리스도의 참 제자(Radical Disciples)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Calling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본질을 잃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젊은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게 병든 캠퍼스의 문화를 바라보며 회개했습니다.
복음을 알던 다음세대들이 떠나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문화로 포장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컨텐츠들을 보며
애통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음세대를 향한 회복의 약속과 함께,
제이어스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이어스 소개

J-US.
1. 제이어스는 예배자입니다.
정기예배, 컨퍼런스, 임팩트투어를 통해
예배의 능력과 영향력이 흐르게 합니다.
개인의 영성을 넘어 지역교회를 섬기는데까지!

2. 제이어스는 참제자를 길러냅니다
RDS (Radical Dicsiple School)을 통해
기복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을 양육합니다.

3. 문화를 도구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음반, 공연, 예술, 디자인 등 문화코드를 통해
다음세대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합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담은 컨텐츠들이 확산되게 합니다.

컨퍼런스 배경 및 목표

J-US.
“ We are the Church” - 2013
세상사람들은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의 계획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파도, 조직도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
이 세대를 향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컨퍼런스 배경 및 목표

J-US.
“ We are the Church” - 2013
컨퍼런스를 통해

다음세대들이 교회의 참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헌신과 피값 위에 세워졌는지 인식하고,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개개인과 속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컨퍼런스 일정

We are the Chu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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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We are the Church .
세션1 : 주제강의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 시작을 여는 첫 세션입니다.

컨퍼런스의 주제인 We are the Church의 궁극적 메시지는
사람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선교역사, 교회의 현주소, 세상과 교회 사이의 막힌 담
등의 관점 정리와 현실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션소개

We are the Church .
특강(콘서트)
청년, 청소년들이 많은 말씀과 메시지를 소화해야하는

컨퍼런스 특성상 환기와 임팩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아티스트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
진리와 복음적 가치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션소개

We are the Church .
세션2 : 말씀
컨퍼런스의 주제인 We are the Church의 궁극적 메시지는

사람(영혼)과 사랑입니다.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선포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도록
도전합니다.
이 땅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또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눈물과 피값과 삶의 헌신을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관련정보

Notice .
- 2013 제이어스 컨퍼런스는 숙박없는 4일 일정입니다.
- 참가자들의 등록비에는 저녁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오후6시에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 : http://jusworship.com/?page_id=1757 클릭~ 또는 02-537-9561
- 컨퍼런스 홍보영상 감상하기 >> http://jusworship.com/?p=1863

* 2013 컨퍼런스 장소 : 신반포교회 (9호선 신반포역)

이전 컨퍼런스 리뷰

J-US.
2011 : Beautiful News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양일간의 컨퍼런스와 하루 거리공연/노방전도로
청년, 청소년들과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십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픈 사랑 등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장충교회 >>
송태근 목사, 정호영 목사, 송원영 감독, 다니엘김 목사,

김병삼 목사, 임병선 목사, 이루다 목사,
제이어스, 박철순 간사(어노인팅), 박광식 선교사

이전 컨퍼런스 리뷰

J-US.
2012 : Oneness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고, 민족과 하나되고, 열방이 하나되는

연합의 메시지가 2012년 컨퍼런스의 주제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나누고 , 비전과 더 깊은 교제와 예배의 하나됨,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신반포교회 >>
임병선 목사, 천태혁 선교사, 지구보기 선교사,

홍문수 목사, 김성욱 기자, 홍민기 목사, 이루다 목사,
제이어스, 디제이렉스, 부흥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