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서브 파트너
허입/ 훈련 개발 / 파송 프로세스

인터서브 리더십의 다섯 가지 성품

허입 프로세스
• 질문지 답변 제출 이후 전화 또는 화상 사전 인터뷰
• 1차 인터뷰

인터뷰

• 2차 인터뷰 –> 인터뷰 통과자에 한해 다음 단계인 서류 심사 진행. 허입 스케줄과 훈련 로드맵 설계

• 인터서브 제출 서류 준비 및 제출 (마감 날짜: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1월 10일)
• 신학점검 인터뷰 / 정신 건강 인터뷰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 제출 서류 및 인터뷰 결과 종합적 검토

• 인사위원회 최종 인터뷰 (상반기 7월 세째 주 토요일, 하반기 11월 넷째주 토요일)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허입 결정 – 파트너 캔디데이트 자격 부여 (파송 전까지)

훈련 및 개발 프로세스
•인터서브 파트너 캔디데이트 오리엔테이션 (5일, 인터서브 사무실에서 진행) 코로나 상황에서는 ZOOM도 활용
- 실무적인 내용 및 규정 및 매뉴얼, 펀드레이징 방법 등 소개

인터서브 오리엔 •인터서브 파트너 캔디데이트 스쿨 캠프 (4박 5일, 외부 장소에서 진행) – 나눔과 공동체 세움의 시간 (코로나 상황에서는 ZOOM도 활용)
테이션

•한국선교훈련원 (GMTC) 선교사 훈련
•신입선교사: 21주 - 1월 13-15일-6월 초

선교 훈련

•경력 선교사 연장 교육: 16주 - 8월 중순 (17-18일) – 12월 초(1-2일): 연장교육은 선교사 경험이 있어야 참석 가능

•BAM: 네모하우스 훈련 필수 (7월 중순 진행. 2-4주, 국내 또는 해외)

•TEE :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인카운터 무슬림(FF): 무슬림권 대상자 필수
제자/영성훈련

•프렌드쉽 퍼스트(FF): 무슬림권 대상자 필수

•영어 토익 650점/토익 스피킹 6 또는 ILETS 5.5이 인터서브의 선교사 파송 기준입니다. 파송 기준을 맞추기 위한 영어 훈련 과정을 소개합니다.
허입 단계에서 토익 650점/토익 스피킹 6 또는 ILETS 5.5 인증점수를 제출하면 영어 훈련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MTI(여수) 선교사영어훈련 (최소 6개월) - 토익

영어 및 다문화
훈련

•상반기: 21주 3/2 – 7월 셋째주(22-23일) / 하반기: 16주 9/1-12월 셋째주(18-22일)
•영어/다문화/성경-신학 훈련: 말레이시아 페낭 (1년) –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훈련은 잠정 중단됨.

허입 후 파송 전 훈련 개발 프로세스
CO-HORT 그룹 모임
•인터서브 공동체 모임 (같은 기의 허입 동기와 인터서브 시니어 파트너와의 그룹 모임)

펀드레이징 방법 코칭
•재정 후원금 모으기

TEE (일대일 제자양육)
•일대일 제자 양육

강점훈련/리더십 훈련

현장 체험
•이태원 다문화센터 사역
•BAM 기업 사역

공동체성 키우기
•분기별 국내 파트너 모임 (자두나무모임)
•인터서브 패밀리 캠프 (연 1회 인터서브 파트너/프렌즈 모이는 오프사이트 행사)

참고자료: 외부 훈련 스케줄
훈련원

훈련 일정

장소

비고

GMTC
(선교사훈련)

연 2회
선교사후보생 - 1월 13-15일-6월 초
(21주)
선교사연장교육 – 8월 중순 (17-18
일) – 12월 초(1-2일 (16주)

서울, 목동

연중수시접수
기간 내 합숙 훈련
모집인원 35명

GPTI
(선교사훈련)

매년2회
1) 3월 초 - 7월 말 (22주)
2) 9월 초 – 2월 말 (22주)

서울, 목동

연중수시접수
매주 토요일 (오후-저녁)
모집인원 30명

MTI
(영어훈련)

매년 2회
1) 상반기: 21주 3/2 – 7월 셋째주
(22-23일)
2) 하반기: 16주 9/1-12월 셋째주
(18-22일)

여수, MTI

연중수시접수
기간 내 합숙 훈련

네모하우스
(BAM 훈련)

연 1회
국내외7월 중 2-4주

국내: 서울
해외: 변경
가능

국내: 매일 등원
해외: 합숙 훈련

서울, 청담
동
한국프론티
어스선교회

http://frontiers.or.kr/
연중수시접수
기간 내 주 1회 저녁 7 - 10
시
모집인원: 40명

인카운터 이슬람 연 2회
(무슬림 대상 훈 1) 봄(3월-6월)
련)
2) 가을(9월-12월) 12주

파송 프로세스
파송지 최종 확정
파송 교회와 인터서브 MOU
재정 클리어런스 (재정적으로 건강한지) 메디컬 클리어언스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한지)

파송 준비

현지 컨트리팀에서 웰컴 메시지 및 현지 오리엔테이션 등 계획 안내
보험 등 출국 전 필수 서류 구비 및 제출

• 인터서브 파송식 – 사무실 또는 정기 공동체 모임에서 파송장 수여
• 파송교회 파송 예배 참석

파송

• 공항 배웅

파트너 허입 문의
• 파트너 허입 문의 순서

1. 인터서브 홈 페이지 - 파트너 페이지 방문,
http://interserve.kr/people/partner
2. 파트너 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3. 파트너 페이지 하단에 있는 “파트너 허입 문의 폼”
을 작성하고 “제출”을 눌러 주세요.
4. 인사 담당자가 내용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인터서브 인사 담당 셀레나 매니저
opmanager.isk@gmail.com 031-778-793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