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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독교세계관청소년캠프 안내문(5/1)

기.세.당당! 청소년,

“숨은 그림 찾기”

- “기.세.당당 청소년”이란 “기독교세계관으로 당당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2015년, 기.세.당당 청소년캠프의 주제는

“숨은 그림 찾기”

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세상의 그림을 이해하고,
그 그림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곧 회복의 그림을 발견하여,
그 속에 있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숨은 그림을 찾아가는 캠프를 의미합니다.

<2015년 기.세.당당 청소년캠프 개요 안내>
- 일시: 2015년 6월 29(월) 오후 2시 ~ 7월 1(수) 오후 4시 (2박 3일)
- 장소: VGC (View Global Centre, 주소: 3873 216 Street Langley)
- 참가비: 1인 $150
- 선입회 기간: 5/1~31, 1인 $120, 가족(또는 교회)의 선입회일 경우 1인 $100
(단체 선입회 기간: 5/1~17, 개인 선입회 기간: 5/18~31)

캠프 Q & A
1. VIEW는 어떤 단체인가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원장

양승훈

교수)은

한국에

있는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ww.worldview.or.kr)의 산하 기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이론과 사상
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고 희생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VIEW는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와 공동으로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과정(MACSWorldview Studies in Korean)으로 1998년에 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view.edu/view/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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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VIEW에서 청소년 세계관 캠프를 개최하나요?
VIEW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목회자, 선교사, 전문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중요성을 깨
닫고 2004년 여름에 VIEW기독교세계관청소년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캠프 사역은 VIEW
출신 스탭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그 독특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아 지역의 필요와 함께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몇 년 동안은 스탭들의 졸업 또는 귀국으로 인해 공백이 생겼지만, 2014년에 ‘기.세.당당 청소년’
이라는 이름으로 VIEW기독교세계관청소년캠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2015년에도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VIEW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관 캠프를 개최하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
들에게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관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생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각 사람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도록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바르게 관계 맺도록 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VIEW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헌신되고 최적화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VIEW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문인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을 갖춘 많
은 목회자, 전문인들이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하게 되면서, VIEW는 자연스럽게 세계관교육과 청소년 사역에
탁월한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셋째,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관 캠프는 지역 교회들을 위

한 VIEW의 가치 있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VIEW가 밴쿠버 지역에 세워진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수련회가 난무하는 한국과 다르게, 자녀를 믿고 보낼 수 있는 캠프가
밴쿠버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밴쿠버의 상황 속에서 VIEW는 기독교세계관청소년캠프를 통해 지역교회
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건강한 다음 세대를 키워냄으로써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3. 기.세.당당 청소년캠프가 일반 수련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세.당당 청소년캠프는 기존의 수련회와 차이를 두고자 합니다. 모였다 헤어지면 잊혀져 버리는 수련회가
아닌, 많은 인원으로 인해 소통이 없는 집회 중심이 아닌,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기독교세계관 훈련을 꿈
꾸며 다음과 같은 캠프 사역을 지향합니다.
첫째,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통해 대안적 청소년 사역을 지향합니다. 한 번의 캠프, 한 번의 강의로 기독교세
계관 교육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것을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관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을 고려한 전인적 통합교육을 지향합니다. 캠프가 계속될수록 전인적 성숙을 고려한 캠
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강의만이 아닌 다양한 통합교육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적합한 캠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셋째, 집회 중심의 일방적 사역이 아닌 소그룹 중심의 소통하는 사역을 지향합니다. 친구들, 스텝들과의 사귐
이 부족한 집회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 아닌, 소그룹 중심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나눔과 교제가 있는, 진
정한 소통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과 깨달음이 있는 캠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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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년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Camp Program
시간
7:00

캠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날(6/29,월)

둘째날(6/30,화)
기상,세면,운동
아침식사
오전 강의2
내 안의 숨은
그림 찾기 (한)
점심식사
오후 강의3
사이버문화(한)

9:00
12:00
1:30

3:30
4:00
6:00
7:30
10:00

입회 시작
2:00
오리엔테이션
공동체 게임

김성경/이계현
코칭식
강의와 활동
이재용 집사
Connected
Idol

오후 Activity

오픈 강의1
세계관 기초(영)
저녁식사

Lee Hollaar
교수

찬양&경배
저녁집회1 (영)
기도회

Steve 목사

셋째날(7/1,수)
기상,세면,운동
아침식사
오전 강의4
창조론 (영)
점심식사
오후 강의5
내가 선 이곳
(한)
Closing
Ceremony
5:00
집으로

양승훈 교수

박기모 목사
학부모
세계관
교실

저녁식사
찬양&경배
저녁집회2 (한)
기도회

김규호 목사

- 프로그램 중에 (영)은 “영어” 메시지와 강의를, (한)은 “한국어” 메시지와 강의를 뜻합니다.
- 모든 강의의 시각자료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병기합니다. 영어로 토론하는 하나의 소그룹이 준비될
것이기에, 한글 메시지와 강의의 통역은 사정상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년간 세계관 캠프를
진행하고 평가를 한 결과, 메시지와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역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소그룹을 통해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의 테마는 정해졌지만, 강의 제목 등은 강사와 의논하여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강의는 “코칭식” 강의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2시간 (강의 60분 + 조별토론 30분 + 발표 30분)으로
구성됩니다.

2) 캠프 집회 & 강의 소개
기.세.당.당의 집회와 세계관 강의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지향합니다.
기본적인 기독교세계관 강의와 함께 기독교세계관적 관점을 적용한 구체적인 현장의 고민을 담은 맞춤식
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세.당.당 청소년캠프-“숨은 그림 찾기”는 영어와 한국어로 선포되는 두 번의 저녁
집회(Steve 목사님, 김규호 목사님)와 기독교세계관의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기본강의(Lee Hollaar 교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며 나의 밑그림을 찾아가는 코칭식 강의(김성경 간사와
이계현 간사의 공동 진행), 거대한 사이버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강의(이재용 집사), 무신론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지구역사에 대한 바른 그림을 그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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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성경적 창조론 강의(양승훈 교수), 마지막으로 캐나다 사회에서 1.5세 2세로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역사의 그림을 갖도록 도전하는 강의(박기모 목사)를 준비하였습니다.
1) 양승훈 교수: KAIST, PhD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원장 / 저서: 창조와 격변(예영), 창조론 탐구학습(좋은교사),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CUP) 외 다수

2) Lee Hollaar 교수: 20여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크리스천스쿨에서 교사, 교장 역임 / Calvin College & Seminary, MA /
University of Alberta, 교육학 PhD / TWU와 ACTS의 adjunct professor / BC주 기독교학교연합(SCSBC) 회장 역임

3) 김규호 목사: TWU, ACTS Seminaries, MACS 세계관 석사 / 현, 밴쿠버 메이플릿지 한인교회 담임목사
4) 박기모 목사: TWU, ACTS Seminaries, MACS 세계관 석사 / 죠이선교회 간사, JOY 학원사역부 & 사역 연구소 디렉터(예정)
5) Steve Travers 목사: Regent College(Master Degree in Spiritual Theology), 밴쿠버순복음교회 EM사역자 역임/ 다수 아시안교회
순회 설교자 및 워십 리더 역임. 현재 GO SECURITY SYSTEMS LTD 운영

6) 김성경 간사: 연세대 간호학, 보건학석사/ TWU, ACTS Seminaries, MACS 세계관석사/ 밴쿠버가족사랑 연구소(Familyalive) 연구원
7) 이계현 간사: 서울대 서양사학, 문학석사/ TWU, ACTS Seminaries, MACS 수료 / 현, VIEW 행정실장 & 헤브론교회 전도사
8) 이재용 집사: 경북대 경영학과/ TWU, ACTS Seminaries, MACS 세계관석사/ 포스데이타, 삼성전자, Sprint(미)를 거쳐 현재 SHAW
근무 / 저서: 사이버 중독 탈출기(CUP), 디지털에 홀리다(예영)

5. 기.세.당당 청소년캠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참가 문의 (단체 선입회: 5/1~17, 개인 선입회: 5/18~31)
- 제일 먼저 셀폰 또는 이메일로 스텝 대표: 김인수 목사에게 연락(아래 참조)을 주세요.

2) 교회 단체의 참가일 경우 (단체 선입회 기간: 5/1~17)
- 교회 단체 참가일 경우, 반드시 위의 연락처로 먼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선입회 기간(5/1~17)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마지막으로, 단체 참가의 전체 참가비를 수표(체크)로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개인 참가일 경우 (개인 선입회 기간: 5/18~31)
- 개인 선입회(5/18~31)를 하시려면, 아래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신 후, 참가비를 개인 수표(체크)로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세요.
- 이것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계속적인 캠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2015 기.세.당당 청소년캠프 - “숨은 그림 찾기” 스텝 일동

☎ 캠프 안내 연락처: 스텝 대표 김인수 목사, 778-987-7942, insuh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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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당당 청소년캠프 준비물 ^^ 기타안내 ^^
1) 캠프 준비물
-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적극적인 태도, 성경, 필기구, 세면도구, 침낭, 슬리퍼, 개인 물품(의류 등)

2) 캠프 기간 중,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안내
- 스마트 기기(폰, 패드 등)는 “미디어 금식 훈련”을 위해, 캠프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져오는 스마트 기기는 스텝에게 맡기며, 하루 1회 부모님과 연락을 위해 사용을 허락합니다.

3) 학부모 세계관교실 안내 (캠프 마지막 날, 7/1수 오후1:30~3:30)
- 캠프에 참여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세계관교실을 개최합니다.
- 자녀를 캠프에 '보내는' 부모보다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 학부모 세계관교실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자신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캠프 마지막 날 조금 일찍 오셔서(오후1:30), 학부모 세계관교실에 참석하시고, 자녀를 라이드하면 됩니다.
- 학부모 세계관교실 신청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 참가비 정책 안내
- 참가비는 cheque 로만 받습니다.
- 단체 참가일 경우, 참가 학생이 체인지 되는 것은 전체인원의 변동이 없을 때는 가능(어떤 학생 대신 다른
학생이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입회 후, 개인이 취소하거나, 단체 참가 인원이 취소될 경우 필수 재정(각 $50)을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 교사가 참가할 경우, 숙식에 따라 한 사람에 1식 $10, 1박 $10 (전체 숙식은 1인 $50)을 받습니다.

(아래 라벨은 “참가 신청서와 참가비 cheque”를 보내주실 주소입니다. 오려서 활용하세요.)

TO. VIEW Office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Fosmark Centre, Trinity Western University
7600 Glover Road, Langley, BC.
V2Y 1Y1,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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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기.세.당당 청소년캠프 참가신청서 ▣
참가자 성명 (한글/영문: 여권에 기록된)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Care Card 번호
집 주소

참가자 E-mail

재학 학교

학교

학년

참가자 연락처

출석 교회

보호자 E-mail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참가자 건강정보(알러지 등)

Cell.

Cell.

영어 소그룹 편성 여부(교역자가 O표시함)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만 표시합니다.)

한국어 소그룹

/

영어 소그룹

위 참가자의 2박3일간 캠프 참여를 허락하며, 캠프 규칙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학부모 세계관 교실 안내 ●
캠프 마지막 날 7/1(수), 오후 1:30~3:30
참석 여부 O, X표시: 아빠 / 엄마 참석, 또는(

)

● 참가비 안내 ●
5/31일 까지: 1명 $120 (두 자녀이상 또는 단체 혜택 적용 각 $100)
6/1일 이후: 1명 $150 (두 자녀이상 또는 단체 혜택 적용되지 않음)

---------------------------------Payable To: Yohan Lee
cheque 메모란: 참가자 자녀의 영문 정식 성명을 기록해주세요.
단체일 경우 교회의 이름과 참가 인원을 기록해주세요.

보호자(서명)

신청 날짜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