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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9 박 10 일간 전문적인 지도 교수의 인도에 따라, Northern Territory 의 원주민 

선교와 문화, 역사의 중심지들을 방문, 현장을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주민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 중 하나인 Australian Indigenous Ministries (AIM) 의 Alice 

Springs 의 원주민 교회와 John Flynn 기념 교회, 루터란 선교의 핵심지인 Hermannsburg 

Mission, Canteen Creek 과 Tennant Creek 의 AIM 원주민 교회, 그리고 원주민의 다양한 

영성과 삶의 핵심적인 장소들과 호주 문화와 원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교실에서 

책으로 배운 이론적인 역사 지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학습의 

기회이다. 방문 지역 별로 미리 준비된 역사적 배경을 호주 세속사와 더불어 교회사적, 

선교사적, 그리고 목회학적인 깊이 있는 설명과 강의를 통하여 기초적인 상식을 넘어 

전문적 지식을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현장에서 목격하고 확인하는 많은 실제적 경험과 

지식을 통해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호주 개척자들과 선교 헌신자들, 그들의 목회적 

결과들, 그리고 원주민들의 숨결을 깊이 체험하고 과거와 현재, 문화 종족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잇는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학문과 지성뿐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과 사역에 

중요한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제자요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하나님의 소명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하게 될 것이다.    



 

탐사기간은 2021 년 6 월 14 일 (월) 출발해서 23 일 (수)에 도착하는 9 박 10 일간의 

일정이다. 방문하는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제 1 일: Sydney, Brisbane, Melbourne 출발 Alice Springs 도착 

제 2 일: Tennant Creek 를 향해 출발 (숙소에 집을 푼 후 마을 둘러보기) 

제 3 일: Canteen Creek 과 Epenarra Statuin 으로 출발 (원주민 선교사님 강의와 원주민 

마을 주민들과 지내기), Tennant Creek 으로 귀환 

제 4 일: Tennant Creek 역사 탐방 (Telegraph Station, Mary Ann Dam, Battery Hill Mining), 

AIM 원주민 교회 방문 원주민 성도들과 교재 (Worship or Bible study together. BBQ Party? 

Table Fellowship?) 

제 5 일: Alice Springs 로 출발 (도중에 Devils Marbles 방문, Jabiru 역사 탐방, Wycliffe Well 

방문)  

제 6 일: Desert Park 방문, Reptile Park 방문, Museum 방문 역사 탐방, Tinkerbee Cultural 

Centre 방문, AIM 원주민 교회 방문, John Flynn Memorial Church 역사 탐방 (John Flynn 

Legacy 강의), Royal Flying Doctors Services 방문, 자유 시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제 7 일: 현지 교회 주일 예배 참여, Hermannsburg Mission Station 역사 탐방, Larapinta 

Track Tracking and Sightseeing, Alice Springs 역사 배우기 

제 8 일: Uluru and Olgas 를 향해 출발 역사 탐방 및 현장 탐사 

제 9 일: Uluru 에서 Alice Springs 로 출발, 자유 시간  

제 10 일: 각각 Sydney, Brisbane, Melbourne 로 출발 

 일정은 현지 사정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