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ril 9, 2021 

 

*존경하는 한인학부(online 포함) 교수님들께* 

 

참조: CCCKD 재학생(재학생들은 본 준비 설계부터 참가를 위해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Re: RETREAT WEEK 2021*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한인학부(online 포함) 교수님들께 평강을 간구하고 이로 

문안을 드림니다. 그리고 후학들을 위한 변치 않는 열정적인 수고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림니다.  

 

올해도 전례대로 해오던 모든 교수님들과 전 학부생들이 함께 하는 RETRAT 을 가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전에는 기도원등에서 시행해 왔지만 현재도 제 3 의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 불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Virtual 으로라도 진행을 하려 합니다.(상황이 변동되면 캠퍼스에서 시행) 

 

올해 *2021 리트릿 공동 주제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라”* 입니다. 이 주제 설정의 성경적 

배경으로는  하박국 3 장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로 하려 합니다.  

 

본 절의 배경 국가적 위기에서도 국내적 파탄의 부패가 더 심각하여 하나님에게 하박국이 

호소하고 간청하다 그래도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간 것 같이 CCC 도 주의 일을 부흥, 소생, 

환원, 개혁 하는 일에 그 어느때 보다 지금 더 노력하고 더 부지런 할때 라고 봅니다.  

 

*RETREAT 2021 주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라”* 를 위해 본 대학 학위 모든 교과목 과정들의 

성서 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 신학들로서의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음악,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상담-라이프 코칭, 사회 안전 복지학, 목회학 상담, 특수장애 교육등 학술적 철학 및 

기조가, 왜, 이 시대에도 오래된 책인 BIBLE 이어야 하는지와, 각 실천 교과 과정들이 무엇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부흥하게 할지를 각 분야에서 함께 골몰해 보고 이를 함께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리트릿 학습의 동기로 삼으려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의 아이디어는 시편 33:3 으로 찬양은 원래 주체가 by 하나님의 의한 of 하나님의 것으로 for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천박하고 무지한 찬양과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쌀 미음 죽 먹던 힘을 다해  역공 당해 얻어 터지더라도 태클을 걸어 보려 합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할것으로 주장 할것 입니다. [*응원해 주십쇼 추천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zsNSEBfTMgM&ab_channel=Wayne


 

 

이에 아래 일정을 참고 하여 주세요.    

 

*RETREAT WEEK 2021* 

 

주최: CCCKD, Whitby Canada 

 

대상: CCCKD 전 학위 과정 Mandatory 

 

주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라 

 

실시간 일정: 2021 년 6 월 7 일/월- 6 월 10 일/목 (*이 기간에 언라인으로 분배 제공 합니다.) 

 

*사전 녹화 일정*: 2021 년 4 월 12 일- 5 월 31 일 까지 일정을 자유 선택하여 각 교수님들의 

주제에 의한 자유로운 형식으로 학교 또는 가정/교회에서 녹화 가능( 학교에서 녹화시 일부 

참가 학생 참가 가능) MP4 제공하여 주세요. 

 

본 자유형식의 강의 제목은 본 안을 설계전 #*제목 만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미리 보내 

주세요. *#그리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사전 독서나 또는 필요한 준비나 구룹등이 있어야 하면 

미리 알려 주세요.*#  

 

소요 시간: 자유 형식의 최소 30 분-1 시간 이내 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시면 1 박 2 일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기도원/수양관 올라 갔을때는 교수와 학생들이 밤을 세워 토론 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 이지만 교수님들 댁내와 사역들에 항상 주님의 은혜안에 보호와 선한 인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학부 학장 채완수 박사  

 

https://canadachristiancollege.com/wp-content/uploads/2021/04/존경하는-한인학부-

RETREAT-WEEK-2021.pdf 

https://canadachristiancollege.com/wp-content/uploads/2021/04/존경하는-한인학부-RETREAT-WEEK-2021.pdf
https://canadachristiancollege.com/wp-content/uploads/2021/04/존경하는-한인학부-RETREAT-WEEK-202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