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의 땅을 향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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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바이블선교회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한

국교회를 섬기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지중

해 지역을 향한 선교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

다. 최근 한국교회는 ‘유대인 예수’ ‘히브리적 배경으

로 성경 읽기’ ‘메시아닉 유대인’ 등 주후 1세기 시대

적 배경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유대적 배경 즉 성경의 땅

이 말하는 역사, 지리, 문화, 그리고 언어적 배경으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바이블 선교회는?
 TOUCH BIBLE MINISTRY



하지만 학문적인 노력이나 저술작업만이 아니라 이

스라엘과 지중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

교적 사역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

기 위해 작금에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에 

편승한 “백투예루살렘 운동”이나 “세대주의적 시온

주의”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하며 사도 바울의 정신

을 본받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터치바이블 선교회는?
 TOUCH BIBL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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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바이블 사역프로그램
 TOUCH BIBLE MINISTRY

➊ 이스라엘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적 헌신자들 양성

➋ 전 세계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영성을 

     회복을 위한 지중해 센터 건립

➌ 현지 교회 및 사역자들에게 사역 콘텐츠와 

     재정적인 지원

선교 이스라엘
Mission Israel & All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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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성경의 언어, 역사, 지리,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성경연구의 촉진 및 출판

➋ 성경적 영성으로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지향하는 

     말씀과 사역 아카데미 운영

➌ 성경적 세계관을 따른 신앙과 신학에 따른 

     성경적 사역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바이블아카데미
 Bibl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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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바이블 사역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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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탐방
 Bible Land Expere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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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바이블 사역프로그램
 TOUCH BIBLE MINISTRY

바이블아카데미로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땅을 탐방하며 성경의 

역사현장을 경험한다. 지중해 지역(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터

키, 그리스, 로마)의 성경적 탐방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➊ 이스라엘 일주

➋ 이스라엘/ 터키

➌ 이스라엘 / 요르단

➍ 터키/그리스/로마



터치바이블선교회  후원 및 문의
PRAYER & SUPPORTS FOR TOUCH BIBLE MINISTRY

이스라엘과 지중해 선교를 위해 사역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터치바이블 선교회는 사역자

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온전한 선교

와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과 지중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

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영성의 아카데미를 위해 깊은 영성과 학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적인 강사들을 세우며 강의를 위한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의 깊이 있는 성지탐방과 성

경적 사역훈련을 위하여 성경의 땅 현지에 터치바이블 센터 

건립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합니다. 

김진산 목사
(터치바이블선교회 대표)

터치바이블선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갑니다

후원 및 사역문의 02-332-2011

�선교회 사무국장 : 김일권 목사 

�선교이스라엘 : 채완병 목사 (예루살렘한인교회 담임)

�바이블아카데미 : 김경식 목사 (Bar-Ilan 구약성서학 Ph.D)

�성지탐방 : 김진영 목사 (연세대학교 기독교교육학 Ph.D)

�후원이사장 : 오세동 장로 (천지항공여행사 대표)

�부설기관 / 

     터치바이블 신학연구소 : 강안일 소장 (독일보훔대학교 Dr. theol., 조직신학)

      터치바이블 상담코칭센터 : 윤정숙 센터장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 Ph.D Can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