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감성웨비나: With 코로나 시대 TCK 부모되기  
                                                                  (8/3 금 5-6:30pm)  
  ①.부모가 교육의 주체다! 윤화열/박미정(20분) + Q&A(10분) 
  ②.TCK 잠재력 극대화 및 홈코칭- 이훈/오지영(20분) + Q&A(10분) 
               ( 핵심 강연 후 소그룹 모임으로 참가 부모 리플렉션 20분 나눔)  
  ③. G엠P TCK 정책 실행안 소개(5분) 및 광고(5분)

2차 패널코칭: 자녀교육 코칭   

     장기 교육 플랜 세우기 윤화열, 박미정, 오지영, 그 외 엠K 4역자(진행: 이훈)  
 ( 2차 패널코칭 참가자에게 PDF 자료집 제공 )

 3차 TCK 양육공동체 연결: 장기 교육 플랜 심화   
                                                  

 ①. 장기교육 플랜 소그룹 토의 
 ②. 안전한 공동체/네트워크 연결(D.M.P / GOP) 소개 
( 2차 패널코칭 참가자에 한해서 TCK 장기교육플랜 지원 및 공동체 네트워크 연결 )

윤화열 박미정 
3 자녀 부모 (28,26,17세)

G엠P 파송 엠
부부 학교, 아버지학교, 가정사역 중 

엠K주말학교 알이랑학당
엘로힘 홈스쿨 공동체 대표
전)한국 ㄱㄷㄱ홈스쿨 포항지부 대표

이훈 오지영 
3 자녀 부모 (19,18,16세) 
G엠P 파송 엠 
TCK WAVE 대표 
T-Life 홈스쿨 5년 
TCK Life 코치, D.M.P 코디 
전)엠K nest/Faith AC/마한아 사역자 
비바, 엠K Life 저자, ACSI 교사/교장 자격증

향후 참가 회원 분들이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2차, 3차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음



TCK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10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답변을 달아보셔도 됩니다.)

1.나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가?

5.요즘 내 자녀를 위해 나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7.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한 말이나 내린 


    결정 중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4. 자녀교육에 있어 더 이상 길이 없는 것같이    


    막막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3.내가 요즘 다른 사람들과 자녀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2.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6.내가 자녀양육과 돌봄을 하는 중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10. 자녀와 대화 하는데 있어 가로막혀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유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8.내가 성경적인 자녀교육을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 

9. 내 자녀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만약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현재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나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 질문들



MK/ TCK 캠프를 통해 만났던 소년, 소녀, 청소
년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들이 되어 전 세계 곳곳
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자신들의 이야기
를 써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TCK WAVE) 

선교사자녀 정체성 -정의  

    TCK란 일반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정기간을 모국 문화권 밖에서 지
냈던 사람을 일컫는다. TCK들은 다양한 문
화권과 관계하지만 그 반면 전적으로 어느 

단일문화권에 속하지는 않는다. 비록 각 문
화권의 요소들이 삶의 경험 안에 유사하게 

잔재되어 있지만, 이들의 소속감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
해 있다.


    오늘날 타 문화권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지문화 뿐 아니라 다른 문
화권에서 온 동료들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
러는 동안 모국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
치관, 융통성, 문화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타 문화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
는 새로운 문화 또는 거주지의 진짜 구성원
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국에 남
아 있었더라면 형성됐을 법한 모습도 아니
다. 이 사람들은 ‘제3의 문화’의 구성원이며, 

그들의 자녀는 바로 ‘제3의 문화의 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TCK라고 할 수 있다 .혹은 Trans- 

Cultural Kid, 초문화 아이라는 표현이 더 

긍정적이다. 다중 문화의 틈새에서 방황하
기보다 초문화적인 자질을 고루 갖춘 아이
라는 점에서 우리의 자녀는 사실 축복받은 

아이들이라 할 수 있다.


    TCK들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는 것은 

본인들을 위해 좋지 않다. 단일 문화권 상황
이나 국내의 정규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는 

다중성, 국제적 감각, 열린 마음, 창의력 등 

온갖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아이들이 TCK

다. 부모들 또한 자기연민에 빠지는 것은 좋
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나 해외에
서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특
권이라면, 자녀들도 동일한 특권을 누리는 

상황 속에 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TCK 정체성 -특징 

1) 이동 

 TCK들은 모국으로 돌아오고나서도 여전
히 스스로를 해외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
라고 느끼기에,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힘들다. 그들은 ‘뿌리의식’을 

지리학적 위치보다는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
는 경향이 있다.


2) 문화적 노출 

   TCK가 처한 독특한 상황으로 다중성을 

들 수 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 단일
성이라면 선교지의 특징은 다중성이다. 언
어나 문화, 사회, 인종 면에서 다중적 상황
이다. 그들 대다수가 갖추고 있는 세계관은 

단순한 지식 차원에서 뿐 아니라 이해와 공
감을 포함한 삼차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들은 세계적인 문화적 가교가 되어서 타 문
화권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급변하는 다문화적 세계에서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융통성 있는 관
찰자로서 편견에 민감하고, 유순하며,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화
적 차이 가운데 묶여 있는 스트레스는 분명 

그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그들
의 기술과 통찰력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
들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음

은 분명하다.       (GBT MK 핸드북 발췌)

World Christian 세계를 품은 TCK



 

TCK

MK(TCK)는 전 세계에 흩어진 축복의 씨앗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부르신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MK CAMP를 한 적이 있습니
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서 살며, 공부하게 된 

MK(TCK) 친구들에게 있어 자신은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속해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빠, 

엄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나와있
는 많은 MK(TCK)들의 모델들(이삭, 모세, 다니엘, 요셉, 에스더, 느헤미야, 바울, 디모데 

등)처럼 비록 삶에 도전이 많았지만, 그것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깨
닫고, 약속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빛내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감추어진 보물’,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언젠가 꽃피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Gary Lee)



 

1. 아버지는 누구신가: “라이온 킹” 영화를 통한 배움

1. 꿈과 비전을 주는 아버지

2. 친구가 되는 아버지

3. 아버지의 부재(그림자 아버지)

2. 창18:19 나를 택하신 이유

1.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영육의 제사장)

2. 가정을 하나되게 하는 아버지(온전한 순종)

3. 믿음의 참 이스라엘의 비전을 심는 아버지

3. 우리 가정의 자녀교육

1. 꿈: 믿음의 족속 참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

2. 목표: 신앙과 삶과 교육의 일치

3. 방법: 기독교 홈스쿨링(교육의 핵심: 말씀의 경청과 순종)

제목: “아버지! 당신은 누구신가요?

           부제목: “아빠! 어디계세요?”

윤화열 박미정 m 
  3 자녀 부모 (28,26,17세)

  GMP 파송 m

  부부 학교, 아버지학교, 가정사역 중 

  엠K주말학교 알이랑학당
  전)엘로힘 홈스쿨 공동체 대표
  전)한국 ㄱㄷㄱ홈스쿨 포항지부 대표



 

4. 가정과 선교사역

1. 사명은 가정에 주신 것이다

2. 가정은 선교사역의 본부다

3. 중요한 것과 바쁜 것을 분별하라

   아버지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선교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5. 결론과 적용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고, 선교사 가정이 살면 열방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가정이 선교사역의 본부가 되고 심장이 되어야한다. 

1.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라

- 아버지의 정체성과 영적 권위 회복

- 아버지 권위의 부재는 가정을 영적 전쟁터로 만든다

2. 가정이 하나되게 하라 

-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사역에 동참시켜라

3. 가정에서 순종의 삶을 배우도록 하라 

   - 자녀는 아빠께 순종하는 엄마를 보고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운다

   



      TCK 이해 와 The Original Design  

                                                                                                                           


    *  TCK 그들은 누구인가?   *TCK는 __________다.


    1. TCK 정의


  


   

이훈 오지영 대표  
  3 자녀 부모 (19,18,16세) 
  TCK WAVE 대표 
  T-Life 홈스쿨 5년 
  TCK Life 코치, D.M.P 코디 
  전)엠K nest/Faith AC/마한아 사역자 
  비바, 엠K Life 저자, ACSI 교사/교장 자격증



  










 2. TCK 생활의 특징








 3. TCK 개인차 요소들


    TCK들이 개인차를 갖게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 


  4. TCK를 보는 시각


     *Problem?                         *P_______________


     *Fear?                               *F_______________


    


  


     *Third Culture Kid?           *T__________ Kid 


  


   5. TCK 예수 


      MK/TCK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나?


        *모세


        *요셉


        *에스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울과 디모데


        *TCK 예수의 꿈 


     


 6. 개인 TCK  정체성의 방향성 

       ①. 한국사회 뿌리내리는 케이스(정성진)


       ②. 국제사회 뿌리내리는 케이스(정한나)


       ③. 현지사회 뿌리내리는 케이스 (코조 최) 


 7. The Original Design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8. 공동양육 정신

1) 이동성(Mobility) ---> 안정감 없음(Restlessness) ---> 잦은 이별 (Separation) —> 외로움 및 상실감 쉽게 노출됨

 2) 타문화 경험(Cross-Cultural Experience) ---> 뿌리의식 약함(Rootlessness) —>_____________________




핵심사역 

자녀를 제자삼는 부모 선교사 네트웍 (D.M.P: Disciple Maker as Parent) 

청년MK 맞춤식 정체성/진로 코칭 

청년MK 1:1 제자화 및 소그룹  

비바, MK Life 워크샵  

MK/TCK 컨텐츠 제공 

Wave Worship 



TCK WAVE D.M.P 연합운동 소개

몇 해 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TCK WAVE사역과 관련된 골로세서 1:28-29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MK)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MK)을 가르침은 각 사람(MK)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
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저를 포함해서 코치 분들이 TCK 예수에 대해( 맨 처음 선교
사셨고, 하늘문화와 인간의 문화 안에서 사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
문화적인 삶을 사셨던 모델링) 전파할 수 있음에 대해 -아마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모 선교사님들과 

저희가 만나게 되는 모든 MK, MK사역자들에게 나누게 될 핵심일 것 같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코치 분들과 그동안의 경험(부모로서, 사역자로서, 한 개인의 크리스
쳔으로서), 지식(성경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담적인 등등)을 바탕으로 만나게 될 부모선교사님들과 

나누고 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저희가 이런 모임을 하는 이유는, 또 TCK 

WAVE 운동(?)을 하는 이유는, 만나게 되는 MK들을 포함해서, 부모 선교사님들 또는 MK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이해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전
하고 격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MK/TCK사역은 부모님들과 동역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자녀교육의 주체인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
들이 커가고 있는 상황과 놓여진 Context를 이해하지 못하면(Who is MK? Who is TCK?) 그들을 

제대로 도울 수 없고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조언이나 제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역할은 저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 가도록 노력하고(한국 MK들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를 포함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많은 방황과 헤깔림을 줄이는 의
미에서) 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 인간적으로는 벅차고 이상적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의지할 미쁘신 분이 저
희 안에서 기쁘시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말씀에 의지해 신뢰함으로 다음세대 한국MK(TCK)

들을 세우는 이	전 세계적 네트웍 운동에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www.tckwave.com 
tckwave@gmail.com or ID:	tck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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