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퍼런스 참가비는 없습니다!  
단, 목요일, 금요일과 토요일 커피와 점심식사 비용은 각자 부
담입니다.  

연회 티켓 비용: 10,000원 - 연회 티켓 비용은 이수진 자매
(010-8009-7219)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회 좌석이 50석 한정인 관계로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후원약정서
귀하가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분의 경비를 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모든 분이 참석하여 은
혜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경비 중 선택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__________(원)을 다음과 같이 참가자를 위한 경비
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후원금 선택: 

__________ 식사 비용

__________ 연회 티켓 비용  

__________ 선교 후원금

후원금 합계 __________(원)

온라인 후원금은 다음 은행계좌로 보내주세요:

우리은행 1006-401-263275 예금주 : 은혜선교교회

참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텐: tainamazing@gmail.com 

컨퍼런스 장소 

은혜선교교회
GRACE MISSION CHURCH
서울 노원구 하계1동 179-27, 3층

환영합니다!

수요일, 7월 27일 
19:30 세션 1 
 은혜선교교회 

목요일, 7월 28일 
 09:00 세션 2 
 Cafe OUR:RE/카페 아워리 
 노원구 중계로 2길 84, 1층 
 11:30 점심 
 Yega /예가 추어탕 
 노원구 중계로 8길 11 
 19:30 세션 3 
 은혜선교교회 

금요일, 7월 29일 
 09:00 세션 4 
 Cafe OUR:RE/카페 아워리 
 노원구 중계로 2길 84, 1층 
11:30 점심 
 숯불구이 명가 청암 
 노원구 한글비석로 8길 29 
19:30 세션 5 
 은혜선교교회 

토요일, 7월 30일 
 09:00 세션 6 
 Dream Forest/북서울꿈의숲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11:30 점심 
 Dream Forest/북서울꿈의숲 
 배달 음식 
17:30 세션 7 
 비꼴로, 명동 

주일, 7월 31일 
10:30 세션 8 
 은혜선교교회 (주일 예배) 
12:00 점심 

컨퍼런스 일정 사랑하는 여러분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
라.” (요한복음 20:2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사야에 의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고 평강과 구원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올해 동아시아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은혜선교교회 20주년 기념 컨퍼런
스가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신실함은 완전했습
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통해 세계 곳곳 너무
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도 계속하여 그렇
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시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
신 다음 시즌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무척 흥분됩니다. 예
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평안의 강력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온 모든 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컨퍼런스
는 축하의 시간뿐 아니라 다가오는 일의 시작점이 될 것
입니다. 함께하는 부요하고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주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재회하는 자리에 함께
하여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
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귀중합니다. 모든 
지체는 주님의 몸 전체에 선물,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함
께하신다면 큰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크게 격려받
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부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의 일을 아직 끝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재림하시기 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한 그의 계획을 나타내는 일을 막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
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스티브 드브리스 목사 

mailto:tainamazing@gmail.com


Yega 
예가 추어탕 
노원구 중계로 8길 11

2  0  2  2    동   아   시   아    컨   퍼  런   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

은혜선교교회 

7/27-31, 2022 
수요일-주일

20TH 
ANNIVERSARY

(070-8825-0520)

(02-935-2989)

(02-930-0202)

오시는 길

Cafe OUR:RE 

카페 아워리 
노원구 중계로 2길 84, 1층

 20주년 기념

대한민국, 서울

오시는 길

숯불구이 명가 
청암

노원구 한글비석로 8길 29

Vicolo 비꼴로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2-6

(02-75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