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죠이선교회 신간 도서 2007. 10.∥                                                     선교동원/훈련

죠이선교회www.joybooks.co.kr T.925-0451 F.923-3016 (130-861)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6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사로
이현모 지음

184쪽∣8,500원

주문문의 : 김재준 간사 016-9238-9942

이성진 간사 010-6479-7354

작성자 : 신현정 간사

차례

추천사∣들어가는 말∣1장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2장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3장 시니어 선교사를 소개합니다∣4장 

시니어 선교사의 특성∣5장 시니어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은 조금 다릅니다∣6장 SM5, SM6, SM7∣7장 시니어 선교사 

사역 사례∣8장 시니어 선교사의 도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지만 교회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 주저하는 사람,

은퇴한 뒤 남은 인생을 남들과 다르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로 보내고 싶은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

지금 새로운 문이 당신 앞에 열려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두 번째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

시니어 선교사가 되는 길에 당신을 초대한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합니다
한국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변하면서 많은 사람이 긴 인생을, 특히 장년과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

민한다. 이른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책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이 책은 똑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장년층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진 두 번째 인생을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격려한

다. 시니어 선교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시니어 선교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 그들이 지닌 장점과 

극복해야 할 약점, 실제 시니어 선교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특히 시니어 선교사의 필요와 공급이 늘어나게 될 지금 이 시대에 아직 시니어 선교사에 대

해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가치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시니어 선교 사역

에 대한 정보나 이들을 훈련시키고 활용할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이 책은 시니어 선교 영역

을 방관하거나 방치해 온 선교 관계자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도록 확실한 발판을 마련해 준

다.”
이태웅_GMTC 초대원장

“이 책은 시니어 선교사를 동원하게 된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시니어 선교사의 정

의와 소명, 준비와 훈련, 사역 전략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니어 선교 동원이 올바른 성경적 원리와 전략으로 출발하는 데 이 책이 

초석을 놓으리라고 생각한다.”
한철호 목사_선교한국 상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