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주민 지역부

박신호˙김정자
선교사

사업계획

KPM본부 경내 대형 입체 조각 설치
선교사들과 방문객들에게 선교의 정신을 고취하고 한국에
와서 밀알이 되어 주었던 재한 선교사들을 향한 감사 벽과  
사역 중 소천하신 KPM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벽체 설치

사업예산 및 후원방법
1. 전체예산 : 6천만원
2. 후원방법 : 모금(교회와 개인)

소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그림을 통하여 복
음을 전하는 박신호, 김정자 예술 선교사
제1기 1997년 : 2009년 프랑스를 중심 한
유럽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한 선교 사역
(작품 제작 :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을 다시 형상으로 옷을 입힘 - 만국
공통 언어 ■전시회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50여회
순회 전시회 ■음악회 :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의 한국인 성악가
Voie et Voix 선교팀과 협력 ■예술 캠프 진행 : France 청년 집회, 유
럽 예술 캠프, 미술인 캠프 ■협력 사역 : France Mission, CAEF, OM
France, France 침례교단, 영국 Nations, La Porte Ouverte,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 한국 미술인 선교회, JDM 등 ■나눔 : 작품 기증
과 그림 칼렌더, 엽서 제작 배부)

제2기 2010년 : 현재 국제예술사역 선교
작품 제작
(■전시회 ■국 내외 전시회 사역 ■한국 교회 복음 벽 작업 다수 ■세계
선교지 복음 그림 보내기 운동 전개 : 문화 예술 사역자 세미나 개최 ■
미술인 선교단체 특강  ■KPM 선교 축제 참여 ■고신총회선교센터 선
교동원 벽화 작업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 대학교 복음미술관 작업 ■
미국 톨레도 안디옥 세계 선교 센터 복음미술관 작업 ■평창 올림픽 기
념 복음그림 전시회 ■서울 횃불회관 외 초대전시회 다수 ■러시아 톰
스크 국제 연합교회 복음 갤러리 작품 지원)

────────────────

연락처
후원계좌

주 사역

- 가상계좌 : 하나(KPM 박신호)
                  990-014703-967

˙ KPM본부 건물의 환경에 선교의 주인이신

────────────────

˙ 가정과 교회의 벽들에 복음그림을 많이

1. 복음그림 창작 및 선교지에 보내기
운동 전개
2. 국내 복음미술관 건립 준비 중
3. 대전 KPM 본부 실내외 선교 작품 제작
4. 기독 예술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8  선교사 사역청원  

기도제목

- 전화번호 : 010-7731-0762

주님의 정신이 가득 담기게 하옵소서
보급하게 하옵소서

˙ 이미 보급한 작품들과 그림카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하시옵소서

˙ 준비시키신 기독 예술인 사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