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차 세계오순절대회(PWC) 일정(2022 년 10 월 12 일 - 14 일)
수요일 10 월 12 일

목요일 10 월 13 일

금요일 10 월 14 일

전체모임:

전체모임:

파주로 이동:

오전 10 시 – 오후 12 시

오전 9 시 – 오전 10 시반

오전 8 시 – 오후 12 시

주강사:

주강사:
이영훈 대표대회장

1.

2. 윌리암 윌슨 총회장

진행자: 이영훈 목사, 윌리암 윌슨

다니엘 암 목사

1.

2. 티모시 힐즈 목사
3. 데이빗 모한 목사

진행자: 옹석리옹 목사

목사

워크샵 II:

DMZ 기도대성회:

오전 10 시반 – 오후 12 시반

오전 10 시 – 오후 12 시

점심 시간

점심 시간

점심 시간

워크샵 I:

포럼:

여의도 복귀:

오후 2 시 – 오후 4 시

오후 2 시 – 오후 4 시

오후 2 시 – 오후 4 시

패널 1: “다음세대 오순절 부흥”
다니엘라 맥케이브 목사

1.

2. 테리 파크먼 목사

3. 깁슨 안두바테 목사
4. 맥스 버로쏘 목사
5. 티오 하야시 목사

진행자: 롭 호스킨스 목사
패널 2: “오순절 리더쉽의 도전과
기회 ”

더그 클레이 목사

1.

2. 굿윌 샤나 목사

3. 데이빗 라미레즈 목사

진행자: 데이빗 왤스 목사

저녁 시간

저녁 시간

저녁 시간

전체모임 II:

전체모임 IV:

성령대망회:

오후 7 시 – 오후 9 시반

오후 7 시– 오후 9 시반

오후 8 시 – 오후 9 시반

주강사:
1.

주강사:
도미니크 여 목사

2. 신지훈 청년 (간증)
3. 크리스틴 케인 작가

1.

주강사:
그렌 베렛 목사

2. 엘리 보니야 주니어 목사
3.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진행자: 이영훈 목사, 윌리암 윌슨

진행자: 이영훈 목사, 윌리암 윌슨

목사

목사

워크샵 I:
오후 2 시 – 오후 4 시

1.

아브라함 쿠 목사

2. 나단 모리스 목사

진행자: 이영훈 목사, 윌리암
윌슨 목사

워크샵 II:

DMZ 기도대성회:

오전 10 시반 – 오후 12 시반

오전 10 시 – 오후 12 시

1. 21 세기에 복음전도

1. 21 세기에 복음전도

주강사:

2. 선교: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2. 선교: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3. 성령님과 새로운 세대

3. 성령님과 새로운 세대

4. 팬데믹과 성령의 권능을 입은

4. 팬데믹과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의 급진적 변화

교회의 급진적 변화

5. 오순절의 미래

5. 오순절의 미래

6.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얻기 위해

6.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얻기 위해

7. 교회성장: 제자양육과 부흥

7. 교회성장: 제자양육과 부흥

8.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섬기는

8.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섬기는

전세계의 오순절 성도들

전세계의 오순절 성도들

9. 성령의 권능으로 운영되는 사업

9. 성령의 권능으로 운영되는 사업

ㅂ. 엄진용 목사

10. 성령의 권능이 임한 기도

10. 성령의 권능이 임한 기도

ㅅ. 김명현 목사

11. 코로나 후 교회 공동체

11. 코로나 후 교회 공동체

1.

이영훈 대표대회장

2. 신디 제이콥스 예언자
3. 러셀 에반스 목사

4. 더그 하워드 밀즈 비숍
5. 제임스 모로코 목사

6. 니코 요타라할죠 목사
7. 한국 목사(5-7 분)

ㄱ. 정동균 목사
ㄴ. 김경문 목사
ㄷ. 전호윤 목사
ㄹ. 김봉준 목사
ㅁ. 신덕수 목사

진행자: 윌리암 윌슨 총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