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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및 훈련

SWM 선교회/에클레시아 선교회

HWM 
청년선교사 지원방법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는

청년선교사모집

청년이여!
일어나라!

지원 자격

대 상: 청년/대학생(18~35세) 

인 원: 8~12명

자 격: 선교에 소명을 가진 자로 교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모집기간: 2021년 1월~5월

비 용: $1,000(매월), 

        항공권 별도 구입(본국과 선교지의 왕복항공권)

        현장에서의 이동비용은 월 비용에 포함됨

사역을 후원할 기도동역자 5명 이상 동원

제출 서류

1. HWM 신청서

2. 자기소개 및 간증문

3. HWM 서약서

4. 교회 담임 목회자 또는 선교단체장 추천서

5. health certificate

6.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5, 6번은 선발 후 제출)

지원 절차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지원 안내 및 신청

SWM USA(미국):    강우석 간사(714-999-8639)
                            wkang@silkwavemission.com

SWM Korea(한국): 임동혁 간사(010-2100-4237)
                            mul000@silkwavemission.com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지원서류를 받으시고, 제출해주세요.

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

HWM
청년선교사는

현재 터키와 중동 및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 같은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실제적인 현장 경험과 훈련을 통해 마지막 때, 지상대명령을성취할 

청년선교사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SMM 선교회와 동역하는 터키의 여러 도시 교회들을 순회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 중보기도자로서의 훈련과 살아있는 현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터키와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과 난민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HWM
청년선교사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 Jim Elliot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 49:6)

터키와 중동 및 이슬람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교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한국 교회,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 
현지의 사역자들과 킹덤 마인드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www.silkwavemission.com

SWM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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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열방을 향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연합하여 
함께 동역하는 선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사역, 
복음통일을 위한 사역, 다음 세대 
선교 동원과 파송 사역들을 국내외 교회,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www.ecclesiamission.org

에클레시아 선교회

훈련 및
사역 내용

터키
언어 및 문화

공부

현지교회
지원사역

선교 강의
및 소그룹

토의
교회개척

사역
난민
사역

선교사의
삶 훈련

예배/중보기도/
경건

어린이
사역

방문전도
사역

문화선교
사역

예배와
기도사역

1년의 경험을 통해 터키와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후 국내외의 교회 및 

단체와 연결되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독려창의적 사역

지속적 사역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스 등 SWM 선교회와

동역하는 국가의 지역교회와 
현지교회개척자들, 

사역자들의
사역 지원

이슬람권 선교와 교회개척 
운동을 위한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사역들을
발견하고 시도하며

소개

목표

지원 사역

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터키(이스탄불, 안디옥, 가지안텝, 아다나 등 지방도시), 
그리스, 이집트, 이스라엘 등

사역기간

사역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