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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훈련하여 선교사로 재 파송하자!

임 열 수 목사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2010년은 대한예수교 복음교회가 한국에 선교된 지 40년
이 되는 해이다. 현재 교단 차원에서 교단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큰 규모로 계획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
고,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을 정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
님께서는 대한예수교복음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셨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와 오순절 교회협의회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되어 성
령 충만한 오순절 지도자들을 배출할 뿐 아니라, 오순절 신
학을 정립하고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여러 선교사 가정들을 사할린, 러시아, 대만, 일본, 헝
가리, 독일, 리투아니아, 또한 창의적 지역에 파송하여 활발
하게 타문화권 선교를 하고 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은 교회를 세우며, 지도자를 양성하고, 고아원, 양로원 등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교지에 불어
넣고 있다. 또한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본국으
로 돌아가는 외국 유학생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들은 귀국 후 신학교에서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
고,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한국복음교회와 연결되어 사역하는 이들도 있
고, 한국복음교회와 관계를 맺는 중에 있는 자들도 있고, 앞
으로 한국복음교회와 함께 일을 하려는 의사를 밝힌 사역자
들도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가나, 케냐, 아시아의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등지에서 사역하고 있
다. 현재 한국복음교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들과 이들을
합하면, 한국복음교회는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38년 동안 놀라운 축복을 주
신 것이다.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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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필자는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단이
선교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선교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
다.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는 설립 된 그 다음 해부터 외국
에서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훈련하고 있다. 다행히 모든 교
수님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영어로 충분히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해 마
다 3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을 배우고자 우리 대학에 응시한다. 우
리 대학의 여건상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중에 극히 일부
를 받아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 유학 와서 대학과정을 마친 외국 학생들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우리 대학을 발
견하고 입학하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가 성령이 충만하고 오순절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해외에 알려졌기 때문에 더
욱 더 많은 주의 종들이 응시하리라 예상된다.

습 등을 훤하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아는 사람들도 많기 때
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그 나라에서
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꿈과 비전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
에 해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여 성경과 목회사역으로 잘 훈련한다면 훌륭한 영적
인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폴란드, 미얀마, 대만,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
아, 케냐에서 온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에, 그 나라에서 큰 사역을 감당할 예비
사역자들이다. 우리 복음교회는 이러한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들을 섬기며 훈련해야 한다. 군대에서
장군이나 전투 비행기의 조종사 한명을 양성하여 훈련시키
는데도 엄창닉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의 큰 일꾼이 될 유학생들을 키우는데, 우리 복음교단과 개
교회, 그리고 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투자해야 할 것이다. 투자에는 장학금을 주고, 숙
식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물질적
인 투자와, 이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라도 하고, 주
인의식을 갖게 해주며 사역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기도해주
는 사랑의 투자가 있다. 우리가 지금같이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름 모를 믿음의 선배들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우리들이 작은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선교는 이루어질 것
이다. 복음교회와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는 어떻게 해서라
도 외국인들을 훈련시키는 축복을 감당해야 한다.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타 문화권에 선교사를 보낼 경우,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언어를 익혀야하고, 문화를 배워야하며 현지인들
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대개 선교사들이 20대 중반을 넘
긴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때문에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인이 된 후에 배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
니다. 언어를 익히는데 만해도 몇 년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다. 또한 선교지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선교
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 해도 전도의 열매를 거두
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을 졸
업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 그들은 귀국 즉시
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언어도 자기 언어요, 문화, 지리, 풍

외국인지도자 양성프로그램 후원을 위한
365일 사랑나눔(1일 1구좌 100,000원)
외국인지도자양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에 훈련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기숙사는 유라시아 선교의 거점이 될 월드베이스 센타에 있습니다. 기숙사에 외
국인 학생 20여명의 1일 급식비용을 지원하는 365일 후원금 참여 행사 (하루에 100,000
원)에 총회산하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생일을 기념하여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신청 방법은 복음신학대학원 총무처나 해외선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학생 급식후원 통장 : 하나은행 630-213512-00104
예금주 : 복음신학대학원 ☎042-257-1663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해외선교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 사 장 : 김 신 옥 박사

총 장 : 임 열 수 박사

다이마이 막강보 (Daimai Magangbo)형제는 우리 대학교
에서 공부하고 2007년 2월에 인도로 귀국하여 자기의 고향
인 인도 북부의 마니푸아 (Manipur)지역으로 갔다. 그 지역
은 폭력이 난무하고 테러가 자주 발생되는 위험한 곳이다.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한국의 몇 교회의 도움으
로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개척 시작부터
신학생들을 훈련시켰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그는 50
여명의 교인들과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15명의 신학
생을 훈련하고 있다. 최근에 그가 보낸 메일에 따르면 힌두
교의 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
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린 자들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
났기 때문이다.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
로 적용하여 목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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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지역 권역별 담당자
전용우 목사
대만,일본 지역장 : 전용우 목사
황 려 목사
최동현 목사
지역장 : 황 려 목사
이차호 전도사 유럽지역 부 : 김계옥 목사
유태종 목사
지역장 : 최동현 목사(A지역)
김계옥 목사 창의지역
유태종 목사(B지역)
이재봉 목사
지역장
:
장광진 목사
최춘옥 목사 동남아시아
부 : 이차호 전도사
장광진 목사
(유라시아지역
지역장 : 이재봉 목사
연구소 소장) 중앙아시아
부 : 최춘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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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 Eckstein Birseck 교회 유럽 목회자 컨퍼런스 (2008년 3월 6일 ~ 9일)
2008년3월6일~ 9일(목-~토)까지2박3일일정으로스위스바젤에서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출신유럽목회자들과현재신학을공부하는선교사들을위해교회성장과영적지도자로서가져야할자질에대한특별
컨퍼런스가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미국 LA의 Costlands 복음교회를 섬기시는 Daniel Brown 목사님이 1년전부터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고, Costlands교회 (Dr.Daniel 목사님)에서는 컨퍼런스 참석자들의 교통비
와 제반비용 일체를 지원해 주었으며 스위스 바젤의 Eckstein Birseck 교회의 Volker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참석자들의 숙식과 제반 필요한 것들을 섬겨 주셨다. 강의는 교회에서 진행되었고 숙박은
각가정별로나누어져서섬기시는교회성도들과인격적인교제를나눌수있었다. 한국에서대전복음교회를섬기시는안영권목사님이참석하셔서전일정동안통역을위해수고해주셨고필요한강의들을섬겨주
셨다. 참석은독일(3, 어린이1), 리투아니아(2), 이태리(6), 헝가리(3)에서전체15명이참석하였습니다. 이수양회지원을위해서안영권목사님이한국에서참석하셨다.

(1) 로마 : 권순만 선교사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수단인가, 아니면 교회가 사람을 세워가는 수단
인가? 설교를 위해 교인들이 필요한가, 아니면 교인들을 위해 설교가 필요
한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
는가? 위의 질문들은 사람과 일(사역)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일
에 초점을 맞추고 일중심의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함
을 강의와 바젤의 Eckstein교회의 사역과 성장 모델을 통해 실제적으로 보
고체험하고배우는계기가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영혼을구원하고사람을키우는일을위해서임을깨달으며영적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핵심적인 자질 (STAR)을 배울 수 있었다. 영적 지도
자로서가져야할가장중요한자질은첫째, 섬김의자세이다(Servanthood).
영적지도자는사람들위에군림하고섬김을받는자가아니라오히려사람
들을 섬기는 자이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초
청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리더쉽의 소유자이며 이것이 그의 life-style이
되어야함을배웠다.
두 번째 자질로는 배움을 받으려는 자세이다.(Teachebility) 가르쳐야 하
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이다. 스위스 바젤의 Volker
목사님은 Snow board를 가르치기 위해 15세된 소녀로부터 Snow board 타
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이런 배움을 받으려는 겸손한 자세가 바로 영적지
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임을 말해 주었고 나의 삶과 사역을 위해 멘토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과, 나의 삶을 투자할 디모데는 누구인가에 대해
찾도록 권고해 주었다.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없다면 유럽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의 이런 배우려는 자세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유럽, 알프
스 산 만큼이나 높은 스위스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와 현장을

(2)리투아니아 : 강성은 선교사
할렐루야! 이번 스위스에서의 Daniel Brown목사님 주제로 한 수양회는
여러가지면에서우리부부에게는축복이었다.
1). 처음수양회를참석할려고할때많은목사님들이참석할줄알고있
었다. 그래서영어를잘알아들을수있도록기도하고참석케되었는데, 특
별히 한국 선교사들만을 위한 수양회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있어소속감을느낄수있었다.
2). 수양회참석하기전저희는수양회가이론이아닌실질적인것을배우
는 기간이 되도록 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기도 대로 Daniel 목사님을 통해
처음부터이론이아닌실질을강조하시며, 강의를하였다. 또우리가모임
자체나 수양회 보다도(예배) 사람에 촛점을 맞추어 언제나 소외될 수도 있
는 처음 오는 사람이나, 관심밖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촛점을 두는 것
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 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교회에나오면시일이지나면변화될것이라는잘못된기대(사랑은매직이
아니다)는 우리들의 실질적이 잘못된 사고에서 시작 되었다. 구체적인 사

(3) 헝가리: 김바울 선교사
하나님께서 2008 3월 6일부터 8일까지 스위스의 바젤에서의 목회자 수
양회에초청하여주심을감사드립니다.
배운점을몇가지로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제자도.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사역관을
방해할 수 있다. 종교적 전통이 성경과 상반될 수 있다. 제자 사역의 목적
및 결과 Output는 교회나 열매가 아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이며, 성공적인사역의정의는내가사람들에게주기원하는것에서
출발한다. 제자도를 위해서 먼저 현재의 Input 상태에서 어떤 Process 과정
과 수단을 통해 어떤 Output을 원하는가 그림을 그린다. 교회 제도가 변화
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신화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사랑을 교회의
절대로 삼을 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가치있는 자로 여겨지며,
직분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다고 여겨져야 할 것이다. 다만 역
할이 다를 뿐인 것이다. 이에 대한 방해물은 두려움, 지식, 교만,
independence (독립하려는것) 등이다.
둘째, 나의 Target 선교 대상. 저의 선교 첫 대상은 헝가리 청소년
(Teenagers)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 헝가리인들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선교
사역을위해서정의해야할몇가지질문은다음과같다.
1. What do I want to know? / X 안에내가간절히배우기원하는것, 즉
나의삶의Mentor.
2. 내 삶 속에서 큰 전환점 (변화)이 있었는가..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에게 간절히 알길 원하
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사
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요
소가될것이다.
세 번째 자질은 책임감,
명백함(Accunterbility) 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
과 실수와 부족한 면까지
도 보여줄 수 있는 열린 자
세이며,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내적인 갈등도 공감하며 격려해 주는 넓고
따스한 마음이라 하겠다. 개인적으로 나의 삶의 기쁨과 슬픔, 내면의 염려
와 열망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필요한것임을깨닫게되었다
네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세이다 (Rependence). 회개라 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것이며 나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사고)의 변화가 진
정한회개임을배웠다. 다니엘목사님은교회를조직체의입장에서볼때,
60명이하의교회는넘어지고울다가일어나가는7세아이와같다고비교
하며 어려운 장벽들을 넘으면 넘은 장벽이 바닥(기초)이 되며 하나님의 교
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심
어 주었다. 그는 한 때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반 가까이(300명)
떠난 일로 인해 절망감과 허탈감 가운데 해변가를 뛰던 중 하나님께서 보
여주신환상을통해두려움에서해방이되셨다고고백하였다. 하나님은그
에게 화장실 변기를 보여 주시고 화장실 변기에 물이 빠져 나간 후에 다시
뒷 편에 있는 물탱크를 보여 주셨는데 빠져 나갔던 공간에 다시 물이 가득

차는 것을 통해 계속해서 사람을 주고 보내며, 교회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내 보내야 다시 채워지고 잃어버리면 다시 얻는 원리가 바로
교회 개척의 원리라고 말씀하며 교회성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의방법을따라야함의중요성을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목회자들은교회
가커지면행복해질것이라는가정을가지고교회성장에만관심을가지고
있는데, 진정한교회성장을위해서는사람을키워야됨을강조하셨다.
이번컨퍼런스를통해서첫째, 하나님께서는일보다사람들에게관심을
가지고계시다는것과하나님은반드시사람들을통해서당신의역사를감
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사람의 힘과 능력은 엄청나며 사람이야 말
로하나님께서주신가장강력한도구이며교회내의모든문제는하나님께
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는 배움과 믿음을 얻게
되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주고 내보내면 다
시 채우심의 원리를 배우게 되었다. 추수할 곡식이 없음을 탓하고 절망할
것이아니라추수할일꾼이없음에고민하며자신을하나님앞에준비하며
사람을키우면하나님이채우실것이라는믿음을얻게되었다.

랑과투자, Vision을갖지만구체적인과정을계획하고실천할때Output이
Vision대로나온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주제는 자신이 체험하고, 변화된 것만이 남에게
전달이되고, 이것을 전하는것이 복음 임을 깨닫게 되었다. 목사님은
Changes, challenges, repentances 세가지가아니면주일말씀을전하지않는
다는말씀에동의하였습니다. 나를변화시킨복음이나의복음이고, 그곳
이 곧 나에게 부흥이요, 여기에서 주의가 변화 된다는 사실을 여러번 체험
하였다. 주일 말씀을 전해 보아도 자신이 체험한것,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
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저는 3년전 사랑이 없는
자신에 깊이 절망 하였다. 선교사명을 포기 하고자 까지 하였다. 저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기도 하였
다. 어느 날 밤잠을 못 이루고 12시가 넘어 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두
아들이 제곁에서 놀고 있는 환상을 보여 주셨다. 저는 아들들이 너무 사랑
스러웠고행복한모습으로보고있었다. 장면이바뀌며하나님이동일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내가 내 아들을 바라 보는 것처럼 행복
해보였다. 저는그때하나님이나를얼마나사랑하시는가, 내가무엇을많

이 해서 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 것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
닫고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도 때 마다 하나님은
저를행복한모습으로보고계셨고, 사랑의교제가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다. 저의 기도는 깊어
가고, 기도 후 넘치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기
도의 체험이 늘어가며, 이성적인 유럽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새벽기도와
주님과의개인적교제하는붐이일고있다.
현재 저는 Balys 학생(대학3년)과 Romas, Savina가정을 제자로 양육하
며, 중보 기도 팀이 되어 교회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Fourespuare
교회를 개척코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매
일 변화된삶을통해이들에게살아있는복음을전하길기도합니다.
스위스 수양회로 초청하여 주신 Daniel Brown 목사님과 Volker목사님
그리고 스위스 Foursquare성도들 그리고 Thomas, Irena Rudin가정의 섬김
에감사드립니다. 또한미국에서여행경비를지원해주신forespuare 성도
님들께 감사를드리고, 한가족됨을인해주님께감사드립니다.

는가? 내가 되기를 열망하는 인격, 성품은? 회개(Repentence)의 정의는
Change the thinking/ pattern of life, 즉생각의패턴을바꾸는것이다. 제자화:
거기에 Power가 있다. 타인을 변화 시킬 수 있다. 체험할 때, 가르칠 수 있
다. 사람들을위해서하는사역, 그러할때하나님은필요를채우신다. 필요
에대해서걱정하지말라.
3. 타인의삶속에있는매력적으로내게다가오는요소, 내가사모하고
소중하게와닿는것으로제자화할수있다.
이질문들에대한대답이곧사역의방향이될것이다.
셋째, Focus on people/ (no on ministry)/ relationship, 사역은 사람에게 집
중한다. 교회 성장은 새 신자들에 대한 관심 (초점), network에 있다. 설교의
대상 즉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설교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사람이설교를위해존재하는가늘점검해야한다.
넷째 사랑은 magic이 아니다. 삶 자체가 사역이다. 함께 해주고자 애써
하는 것, 만남, 교재를 즐기고 누리도록, 재미가 있고, 목회 잘하는 것은 웃
음을 주는 것이다. 스위스 복음 교회의 경우 아이들 예배가 준비가 안되어
있을때, 어른예배가없다. 이것은소자하나를귀하게여기는마음의표시
이다. 어린이 예배가 살 때, 어른 예배가 산다. 목회자는 토요일 메시지 완
성해야한다,
행 6장에서 보듯 교회가 커질수록 문제가 많아진다. 사람들의 원망.과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 헌신한 만큼한다. Growing이 Solution 이 아니다, 위
임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use people to solve the problem, 사람을 키우
는 것 즉 disciple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하다. 부흥을 위한 기도 하는 데, 사역
을위해추수하는자가필요하다.

교회의 실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Write Vision, 명백하게
하라, Share vision 사람이 준비되고, 그들이 자원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사역은일어난다.
다섯째, process 정립, 교회에서하나님의하실것이있지만, 또한사람들
이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의 역할/ 위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다. 모임, leadership, training, 교과 과정 (X)이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며, 셀 그룹의 지도자로 성장을 위한 목표
가 있어야 한다. 예배에서 우리는 받으려는가? 또는 주는가? 나누는가? 받
기만하는가? 목양의모든문제는사람들을통해다해결된다. 거침돌이되
는그룹, 교회성장방해물은리더는깨뜨려야한다. 예를들면교회에오래
된 성도들끼리만 사귐을 갖는다. Dr.Daniel 목사의 경우, 주일예배 후, 자신
의 전화번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에게 말을 못 걸도록 원칙을 정했다.
왜냐하면 Goal이 관계 형성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 신자들에게 관심을 돌
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군대에서 신병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쇄신된다.
교회성장은처음오는성도들을통해서이루어진다.
개인적으로배운점을몇가지로정리하면
1. 회개는생각과삶의패턴의전환이다.
2. 사역/ 사업적인마음보다, 사람중심의교회(사람의중요성/ 관계)
Don’
t do it alone
3. 우리가행하는것강력한메시지(It’
s real message what to do), 결정하고
행하는것
4. 내가경험하고, 내가살아본것을전달할때힘이있다.
5. 유우머Sense (격려하는것)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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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세미나 특강
1. 유라시아(EurAsia)의 개념 소개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즉 우랄산
맥 및 캅카스산맥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양 대륙
을 하나로 간주하였을 경우의 명칭이다. 유라시아의 면적 5492만 ㎢로 세
계 전육지의 40%, 인구 40억 6300만(1993년 UN 통계 연감)으로 세계 총
인구의 75%를 차지한다.
서울대학교의 김호동 교수는‘중앙 유라시아’
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
다. 중앙 유라시아는 동쪽으로는 만주의 흥안령 산맥 부근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헝가리 초원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고, 북으로는 시베리아
산림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남으로는 티베르 고원과 아프가니스탄에 이
르는 중앙유라시아는 지역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조금 더 구
체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는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티베트, 아프가니
스탄, 시베리아, 헝가리등과 같은 지역들이다. (주간조선, 2007, 06, 04, 김
호동교수의 중앙유라시아 역사 기행, p.40). 실크로드가 경유하는 대부분
의 지역이 중앙유라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
과였다 중앙유라시아의 중요성은 실크로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간조선, 김호동, 2007 06 04, p.42).

2. 유라시아 개념의 중요성
1. 유라시아 대륙
아시와 유럽은 별개의 대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는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된 하나의 대륙이다.
2. 문화적 정체성
유라시아는 오랜 역사적 교류를 통해, 유라시아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즉, 유럽 연합과 다르며, 다른 대륙과는 현저히 다른 유라시
아적인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한다(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p.147151).
3. 실크로드[Silk Road]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는 지속적으로 서로의 문물(경제, 정치, 종교와 문화)을 교류해 온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다. 다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유
라시아의 국가들 간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던 것뿐이었다. 그러
나 탈냉전의 시대를 맞으면서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교류의 장을 재발견
한 것이다.
실크로드는 이같이 상업 면에서 뿐만 아니라 동서 문화의 교류라는 면
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실크로드는 현재 파키스탄과 중
국의 신장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吳爾自治區]를 잇는 포장도로로서 부
분적으로 남아 있다.
4. 유라시아 세력권의 부각
역사학자 Paul Kennedy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서 세계의 정치 경
제 세력은 미국과 소련의 양자시대에서 5대 정치 경제 세력권으로 다극
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5대 세력권(미국, 중국, 일본,
유럽공동체, 러시아) 중에서 4개가 유라시아에 위치해 있다(폴 케네디, 강
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제2판, 1996, p.13-14).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유라시아는
세계의 가장 큰 대륙이고 지정학적 중추이다(pivotal area). 세계 인구의 약
75%가 유라시아에 살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물리적 부가 기업 형태 혹은
지하 자원 형태로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유라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에너지 자원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6개 국가와 역시, 미국 다음으로 군사비
를 많이 지출하는 6개 국가가 유라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공식적 핵 보유국이 유라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한 국가를 제외하면
모든 공식적 핵 보유국도 유라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 지역적 패권과 세계
적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는 두 인구 대국 또한 유라시아 국가이다.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일등적 지위에 대항할 잠재적 도전자는 모두 유
라시아 국가이다.(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
과 유라시아, 김명섭 역, 삼인, p.53-54)
5. Paul Kennedy가 보는 양극화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의 전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는 사양길에 접어들과 영국은 회복이 불가
능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그 이전에 이미 더 우세한 세력
에 압도당한 상태였다. 양극화현상(미국과 소련)은 정치적 차원에서 수많
은 냉전위기로 나타났다.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지위는 그들끼리도 핵무
기와 장거리 운반체계의 도입을 통해 전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성장률과 기술발전의 차이, 이로 인한 경제균형의 변화, 이것이
정치 군사적 균형에 점진적으로 미친 영향 등으로-강대국간의 흥망과정
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유럽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부흥하여 유럽경제공동체의 형태로 세계 최
대의 무역단위가 되었다. 중국도 괄목할 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대단히 놀라워서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총생
산면에서 소련을 능가한 정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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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날로 둔화하여 전세계 생산과 부 가운데서 군소국가들을 제쳐두더
라도 경제지수로만 따질 경우 다극화시대가 다시 돌아왔음이 명백하다. 5
대 정치, 경제적 세력권은 중국, 일본, 유럽경제공동체, 소련 그리고 미국
이다.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제2판, 1996, p.13-14)
6. 대륙횡단철도를 통한 경제적 교류
7. 천연자원의 원활한 확보(가스관과 석유 송유관)

3. 유라시아에서 한국의 역할
1. 유라시아의 교량 역할
한반도는 태평양과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나아가 유럽을 연결하는 축
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태평양과 연결시
키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2.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logistic center)로서의 역할
해운 컨설팅 회사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3 %
수준으로 전망되나 컨테이너 물동량은 6.7% 증가할 것이고, 특히 동북아
의 경우는 연 평균 8.1%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동북아 물
류 중심지가 될 만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전 세계 및 동북아 지역 내의 모든 공항 및 항만과 효
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이
미 동북아 물류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43개가 위치하고 있
음은 잠재적 항공 수요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미 인천국제공항은 동
북아 최대의 공항으로 자리잡았고 대한 항공의 화물 수송량은 63억 5,700
만 FTK(=수송중량x 수송거리)로서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현재의 항공기로는 동남아시아에서 북미 동부까지 논스톱으로 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잠재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
으로 경제대국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 중국, 한국과 일본은 석유
공급을 중동에만 의존할 없게 된다. 다행히 시베리아에는 풍부한 천연가
스가 매장되어 있고, 그것을 개발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중국, 한국, 일본에
공급하는 구상이 동북아 지역 협력의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남
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가 연결되는 날이
오면, 인천이 해운, 항공, 육운이 연계되는 이상적 물류 중심지가 될 뿐 아
니라 부산, 광양만은 물론 서해안의 평택, 군산, 목포 등의 항구들도 동북
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남덕우, 동북아로 눈
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p.45-8)
물류 중심지라 하면 단순히 사람과 물건의 집산지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현대의 이른바 로시스틱 센터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다. 해운, 항공, 육
운의 중심지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통관, 하역, 보세 창고, 보험,
택배, 금융 등, 관련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전개되고 거기에는 막대한 부
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된다.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
구소, p.40)
3.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 같은 super power 국가들 가운데서의 한국의 역할

4. 유라시아 선교를 위한 10대 전략
: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1. 비전제시의 선교: 행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
시니라”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12-13세기, 칭기스칸의 삶은 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됐다. 그
가 속한 부족은 나무도 없는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다. 그는
선대로부터 이어오던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몽골 고원을 통일한 다음,
바깥세상으로 달려 나갔다. 칭기스칸 시대에 정복한 땅은 777만 평방킬
로미터에 이른다. 알렉산더 대왕(348만 평방킬로미터)과 나폴레옹(115만)
과 히틀러(219만), 세 정복자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넓다.
인류 역사상 첫‘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의 출현이다. 당시 몽골 고원 인구
는 100만-200만 명이었다. 이 숫자가 중국, 이슬람, 유럽사람 1억-2억
명을 정복하고 거느렸다.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나라였다. 이처럼 큰 나라가 작
은 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하기도 버거울진대, 작은 몽골이 100-200배나
덩치 큰 나라들을 아우르며 15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음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꿈’
이다. 그들은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얼마든지 현실로 가
꿔낼 수 있다는 신념을 지녔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지닌다면 얼마든
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다.
비전의 공유는 어떨 때 가능한가.‘열린 사고를 할 때’
다. 비전을 공유한
다는 것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

[특집!] 제1회 복음교회 선교세미나
주제 :‘일어나 함께 가자!’
■ 일 시 : 2008년 5월 12일
■ 장 소 : 건신관 강당
■ 강 사 : ① 1강 안영권 부총회장 -유라시아 선교 전략과 비젼
② 2강 이창우 총회장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선교정책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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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 안영권 목사

나 그리고 저마다 꿈을 꾼다. 내 꿈도 있고 남의 꿈도 있다. 심지어 가축들
에게도 꿈이 있다. 하지만 어떤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해 남
에게 희생과 봉사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꿈의 공유’
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기업주, 정치지도자, 가장이 자기 꿈을 이루려고 종업원, 국민, 아
내와 자식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복종만 요구한다면 그것은‘꿈의 공유’
가 아니다. 내 꿈과 네 꿈을 구분하지 말라. 모두가 꿈을 함께 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가난한 유목민들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고 피
정복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을까
[출처: CEO 칭기스칸-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전략, 김종래, 삼
성경제연구소, p.8-10]
2.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선교: 사도행전 2장 1절-42절; 4장 5절-22절
각각의 사람이 성령의 핵 폭탄이 됨:
3.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가족의 체험: 사도행전 2장 37절-47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신앙공동체
4. 성 쌓는 선교가 아니라 길을 닦는 선교 전략:
제1단계: 사도행전 1장 1절-6장 7절
행6장 7절“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2단계: 사도행전 6장8절-9장31절(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새일꾼들)
- 스데반집사(6:8f.), 빌립집사(8:4f.), 바울이 소개됨(9:15f.)
행9장 31절“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
든히서가고주를경외함과성령의위로로진행하여수가더많아지니라”
제3단계: 사도행전 9장 32절-사도행전 12장 24절(이방인들에게 전파)
-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회심(10장) - 사도행전 11장 19절-20절 이 단계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음.
행12장 24절“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제4단계: 사도행전 12장 25절-사도행전 16장 5절(아시아에서의 새로
운 시작)
- 제사단계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은 선교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시고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지적하고 있다.
행16장 5절“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
라”
제5단계: 사도행전 16장 6절-사도행전 19장 20절(유럽에서의 새로운
시작)
- 여기에서도 성령님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장소를 결정해 주셨고, 하
나님이 주신 비젼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 이 단계에서 복음전파가
이루어진 도시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등이다.
제6단계: 예루살렘과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28장 30절-31)
- 이 단계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이 단계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절정으로 끝마치고 있다. - 마케
도니아와 아가야의 바울의 마지막 방문, 예루살렘에서의 권력자들과의
마자막 만남, 그의 체포, 심문, 시이저에게의 항소로 인한 죄수로서 로마
이송.
5. 거점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
유라시아의 거점 도시:
6.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관계 설정: 행 17장 16절-34절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종교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특별히 유라
시아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이슬람교, 불교, 유교, 신토이즘과 어
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연속(continuity)과 단속(discontinuity)의 관계: 사도행전 17장 16절-34절
7. 지구촌 시대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 행 18장 1절-4절
로마서 16장 3절-4절
8. 팀 선교 전략:
- 사람의 팀 접근: 바울, 누가, 디모데
- 기관의 팀 접근: 교회, 학교, 복지센터,
9.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관계:
사도행전 13장 1절-3절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힘을 제공해 주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었으며, 선교여행을 마
치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선
교사들로 하여금 선교 전략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파송교회는 전략을 말할 뿐이고 전술은 명령하지 않는다.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전술은 선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10. 성령의 인도하심과 네트워킹을 중요시 여기는 선교 :
- 사도행전 16장 1절-15절 - 사도행전 18장 1절-4절
; 로마서 16장 3절-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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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Foursquare church 목회자 모임. (2008년 3월 14, 15일)

이태리(로마)복음교회 소식
(권순만 선교사)

2008년 3월 14, 15일에는 로마 AIRPORT
PALACE 호텔(LIDO DI OSTIA)에서 이탈리아
Foursquare church 목회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녁
6시경에 시작하여 다음날 낮 1시경에 모든 모임을
마쳤습니다.
Bolzano 에서는 19년동안 사역을 하고있는
Pierino 와 Caterina 부부, La Spezia에서는 Isabella 목
사, Milano에서는 5년전부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Welinton 목사, Catania에서는 Carmelo 목사, Verona
에서는 Pedro 목사가족, 그리고 오늘까지 이탈리아
Foursquar church 총책임자로 일하시는 Aldo Barone
목사님, 그리고 로마에서 Giosue’Kwon, Policarpo

Won, Luca Jeong 목사들과 Priscilla Lim, Giovanni
Oh 선교사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북쪽에서 부터
남쪽 아래까지 이탈리아 반도 곳곳에서 주와 복음
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
나 대화하고 간증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
다. 비록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라 아쉽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힘이 되고
의미있는시간이아닐수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 카톨릭의 철문으로 꽉닫
혀 있는 이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
을 뿌리고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
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
서로 하나님안에서 새 힘과 위로와 소망과 비젼을
새롭게할수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 모임에는 Eckstein Birseck
Foursquare church에서 시무하시는 Volker 목사님이
참석하여 새롭게 디모데 후서 2장2절 말씀으로 하
나님 역사의 배가의 원리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
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복음교회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에 복음교회 개척했
습니다. 대만의 김 봉례 목사님이 독일 민박집에서
이진수 선교사 가정과 만났고 또 이진수 선교사 가
정이 저를 만나 도움을 청했고 (구미에서 목회를 하
시는 부모님들이 저를 만났고) 선교센터 겸 음악미
술학원을 개원했고 동생되는 노덕영 전도사 가정이
그사이에왔고또UBF 출신한가정이더왔고조선
족 두 분이 예배와 함께 교제 나누는 수준입니다. 4
가정에 애들이 10명이고, 예배는 대부분 한국사람이
라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고 (한번은 독일 가정이 와
서독일말로설교했고) 이번주는프랑크푸르트CMI
에서 설교해달라고 요청해서 독일말로 연합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한국에 있을 적부터
상당히오순절이라
그제(토) 독일 foursquare 교회(fewg) 전체 모임에
참석하고 독일 목사님들과 인사했습니다. 한국 복음
교회 목사라고 전체에서 소개하고 환영해 주었습니
다. 독일 foursquare 교회(fewg) 는 1986년 두 교회로
시작해 2006년 25개 교회, 2000명 등록교인으로 빠

르게 성장중인 젊고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fegw 총회장은 마인쯔 en christo 교회의 jan von wille
목사님이고 지방회를 4개 (북부, 남부, 서부, 중부)로
나눴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중부에 속합니다. central
유럽을책임지고있는스위스바젤의Volker Heitz 목
사님이독일jan von wille 목사님께제메일을회송했
고 또 중부 지방회를 받고 있는 thomas haase 목사님
이 지난주 월요일 메일로 초대를 해서 이번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월 14일 fegw
중부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2년 전에 독일교회를
알아야겠다 생각돼 약 1년을 fegw에 속한 프랑크푸
르트Ichthys 교회에다녔기에그교회목사님도알고
해서 독일 fegw교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사역에
도도움을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개척교회는 독일
foursquare 교단에속하게됐고프랑크푸르트에있는
네번째 교회이고 이번에 이름을 예수한가족교회Jesus Family Church (가칭 JFC) 로 했습니다. 현재 6
년째 일하고 있는 회사가 본사 경영상황 악화로 올

대만 까오슝복음교회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
니다. 주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저는 최근 중국어 공부와 교회 사역을 병행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더운 날씨속에
진행되는 중국어 공부와 사역이 힘이든다 생
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곳 저곳에서 자연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편하고 안이하게 생활
하고 있었는지 주님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답니다.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한번
깊은 회개를 해 봅니다. 또한 자연 재해로 인
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때면 눈
물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을 위해 기도할때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
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 국가를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어 죽
는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재 중국
사천(대지진으로 인한 결핍), 필리핀, 미얌마,
베트남등이 절대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김봉례 선교사)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도 포함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중국어로 교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언어로 인하여
중압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
면, 예배 인도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첫번
째,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의 초
청을 합니다. &quot;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십시다&quot;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quot;어려운 짐&quot;(중
국어로 4성으로 발음해야함)을 &quot;계란 노
른자&quot;(발음은 같고 4성음이 다름)로 잘
못 발음을 하여 스스로도 놀라고 회중들도 어
리둥절한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quot;우
리 모두 우리의 모든 계란 노른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십시다&quot;라고.......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두번째 역시 예배
인도시입니다. 중보 기도를 마치고 제가 마무
리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quot;우리
에게 감사합니다&quot;라고 말이 나오는 거

다는부담감을주지는않았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몇사람에게 일을 맡기라고 말씀
합니다. Volker 목사님은 교회안의 일에 치중하지말
고,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
다. 사람을 잘 키워야 하고, 사람에게 잘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두사람에게 집중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면하셨
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설문조사와 함께 각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자 했
습니다.
나의 교회에 어떤도움이 필요한가? 나의 교회는
건강한 영적인 지도자로 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는
가? 나의 교회안에는 지도자들의 섬김의 정신과 자
세가나타나있는가? 영적인삶이능동적인가? 은혜
와 사랑 그리고 애정의 분위기가 나타나 있는가? 성
령께서 우리 교회안에서 거처하실 자리가 있는가?
다른 Foursquar 교회들과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
는가? 헌금의수입과지출사용에대해서깨끗한가?

영적인 필요와 육신적인 필요의 조화를 이루고 있
는가?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셀교회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는가? 서로서로 능
력과 달란트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가?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열려 있는가? 새로운
사역들, 개척에 투자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설
문으로 기록하고 또한 서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서로 다른 교회
들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Foursqure church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영적고민을 하는 사람
들이 많다는 것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도제목, 즉 이탈리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
하며 새힘과 소망과 비젼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Foursquare church를 축
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로마로부터 복음
의 물줄기가 크게 터치고 이탈리아 반도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 예수한가족교회- Jesus Family Church(가칭JFC)- (배상덕 선교사)

해 하반기 독일사무소 폐쇄가 결정됐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임목회의 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만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
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매순간 무릎 꿇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중보해 주시고 기도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
1. 이번주부터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
다. 제가 원고없이 유창한 독일어설교 할 수 있도록
말씀 준비 잘 하고 평소에 독일어로 생각하고 기도
하고 (독일어성경 소리내서 읽고 암송해서) 독일어
도술술잘나올수있도록기도합니다.
2. 성령의 바람이 불어 시작은 했지만 기도가 부
족하니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파워가 딸려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벽기도의 단을 다시 쌓고 성령안에
서무시로기도하고충만한기름부음과파워를공급

에요. 얼마나 바보같은지......., 다행이도 교회
성도들의 넓은 이해심으로 은혜로 넘어갔지
만, 아직도 멀고 멀리 느끼지는 중국어 때문
에 가끔은 기분이 찹착하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에 오늘도 다시
예배곡을 선택하고 연습하며 멀지 않아 조금
은 나은 모습의 선교사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를 위
해 늘 중보 기도해 주세요. 언어의 장벽을 넘
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후 7월 4일(금)-6일(주일)에 대만복음교단

받을수있길기도합니다.
3. 비록 사람수는 적지만 같이 그룹성경공부하고
예배공동체 이뤄가는 멤버들 중에서 미혼들은 예수
님의 좋은 제자요 복음의 일군으로 자신을 세워가
고, 가정들은 하나님 나라-체험 삶의 현장이 되어
(치유와 회복) 많이 행복해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초대교회와같은모델가정들로세워져가
길기도합니다.
4. 개인적으로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목회리더
쉽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찾고 대화할 수 있
는잘들어주고또목사라는표안나게(상담해주고)
돕는친구요멘토로자라가길기도합니다.
5. 독일 foursquare 교회들과 잘 연계돼 가족됨을
누리고 사역에도 도움을 받고 또 언젠가 좋은 영향
력을끼칠수있길기도합니다.
주소 :

Robert-Bosch-Weg 54,63165
Muehlheim/M, Germany
전화 : +49-6108 796075

주최인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 한국 대전복음교회 청년 7명이상이 이곳
에 와서 도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
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10명 이상의 한국
협력자(예배팀)들과 50명 이상의 대만 청소년
들이 참석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번째 이 수
련회를 깃점으로 대만 청년들이 스스로 독립
하여 내년부터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
젼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늘 건강 주위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가정과
직장위에 그리고 사역위에 넘치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선교지이야기

The Church of Foursquare Gospel in Korea World Mission News

오사카에서 ...
- 3월편지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오사카에서 전합
니다. 그 동안 교회는 감사하게도 조금씩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
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일본인, 한국인, 영국인, 미국인, 필리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
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
히 기도응답의 속도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
면, 재미있어요. 필리핀분들이 현재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매주 마다 기도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필리핀에
집이 있는데, 2년 동안 비어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면서 기도부탁을 하더니, 3-4주 지나서 자신
의 딸이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2년
동안 걱정했던 것이 해결되었다고 무척 기뻐하더
군요. 사실 그 동안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집안 내력이
점쟁이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오십견이 있었는데, 찬양할
때 제가 손을 들고 하라고 했더니, 속으로 오십견
이 있는데, 손을 들 수 있을까 하며, 그래도 손을
들고 찬양해야겠다 마음먹고 손을 들었더니, 손
이 조금씩 올라갔다고 하면서 예배 후에 정말로
좋아하며 우시더군요. 주님을 찬양하며, 순수하
게 겸손히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제는 아킬레스건이 아프다고 하
면서 기도부탁을 하셨는데, 2주 지나고 나았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아플 때마다“주님 치료해 주세
요!”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합니
다. 없이 하나님만을 찾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카이쪽에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토요일에 키
즈클럽을 했었는데, 교회와 잘 연결이 안돼서, 장
기적 안목으로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우선은 어
린이 주일예배을 영국인 크리스가 담당으로 시작
하기로 했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것
처럼, 그 지역에서 어른 대상으로 셀그룹을 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어른 예배도 시작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예배와 셀모임을 위해 스크린과 빔프로젝트를 전
달했습니다. 놀랍게 사카이쪽에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새롭게 일본 땅에 또 하나 세워질 것을 기
대해 봅니다.
오사카에서 김용춘, 여미정, 주희, 주원 올림
- 5월편지6월1일로 교회를 개척한지 이젠 1년이 됩니
다.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
께 교회개척을 향한 마음을 공유하며, 일본을 향
한 기도의 불을 태웠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정말로 교회 개척의
기쁨으로 빨리 흘렀으나 차츰 최근에는 이제부터
가 시작이구나! 그래서 일본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4월에 사카이쪽에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습니
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대로, 순조롭게 크리스
상이 잘 진행하고 있고, 현재 4-5명 정도가 참석
하고 있답니다. 특이하게도 이곳은 중학생들이
더 잘 나오네요. 일본은 주일에 클럽활동이 있어
서, 주일 예배 참석이 좀 어려운 면이 많은데, 하

헝가리에서 ...
“선교훈련 받고 있는 몽고 두 자매님들의
멘토가 되어달라”
는 미국에서 헝가리에 파송
된 제니 선교사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
고 얼마 전에 몽고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
습니다.“평생 공산주의 이념속에 살았고, 아
내는 불교신자 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돈을
벌려고 3자녀와 함께 헝가리에 왔습니다. 고
등학생이던 두 딸이 제시카 미국 선교사를 만
났고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
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job을 놓고 몽고 선교
위해 헝가리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자
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몽고 영혼
들의 목자가 된 주님의 은혜에 울먹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우르르 몰려 왔
다, 또 나아가고 복음을 영접치 아니하는 몽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상한 심정과 기본적인 생
활하며 주님의 공급하시는 섬김에 감사하며,
얼굴이 참 밝고 은혜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첫 공산권 선교에 겪었던 어려

(김흥식, 황미선교사)

움이 생각나서, 저 분의 눈물이 곧 기쁨으로
단을거둘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 하는 마음
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거주연장 거
절하고 한국으로 나가라고 한 일, 유치원에서
씩씩하게 행진하는 폴이 혹시 교육이나 제대
로 받을까 하는 걱정도 하였습니다. 너무도 힘
들 때는 샤워기를 틀어넣고 눈물인지, 수돗물
인지 펑펑 쏟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는 헝가리를 첫 공산권 선교에 정거장으로 쓰
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주위 에서 멘토가 되
어달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20대
후반에 와서 20여년 공산이념의 상처와 하나
님 없이 낙원을 이루려는 공산권 선교에 쓰셨
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를 넘어서서 세계를 섬
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을 보내
셨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관계성을 통하여 놀라
운 일 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2월 스위스 바젤에서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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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 선교사)

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동안 토요 키
즈클럽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5월 골든위크 주간(황금연휴기간)에 교회 첫
수련회 겸 부흥회를 오사카에서 좀 떨어진 노세
청소년수련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대전복음교
회 안영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갖었습니다.
어린이 포함해서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정말로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계
획 아래 한 교회로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서
로의 간증을 들어가며,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파트너쉽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부흥회 기간에 쿠미코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린 자매의 간증을 들어가
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매에게 역사하시고, 자매
의 삶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를 들으며
서로에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또한 각자
가 세례를 받았던 그 감격의 순간을 더듬어가며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을 통해 자매는 홀로 있다는 외로움이 치유되고,
가족의 느낌이 회복되었답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일본에서 첫 세례를 주는
감격의 순간이었답니다. 가슴 벅차는 순간.. ㅎㅎ
할렐루야! 너무 흥분해서 타이핑도 잘 안되네요.
이만큼 저에게 의미가 있었답니다요. 그리고 또
한 분이 6월경에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
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
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순간들이 성도님들과 교회 위
에 함께 하길 기도하며, 다음에 또 웃음 가득한 복
된 소식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사카에서 김용춘, 여미정, 주희, 주원 올림

회자 세미나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럽 복음 교회 방문으로 일주일 전에 기도하
는 마음으로 먼저 임열수 총장님이 쓰신 한국
복음교회 역사보고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
나님의 인도하심과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구
나! 황려목사님이 항상 김신옥목사님이 멘토
가 되신다고 하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
었습니다. 스위스 교회 폴커 목사님은 꼭 내
가 찾은 멘토였습니다. 15년 전에 어려웠을 때
에 사역의 모델과 멘토가 없으면 목회를 더 이
상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에
foursquare교회를 알게 되고 미국 다니엘 목사
님 교회에서 1년 반 머물면서 교제와 훈련을
통해 다시 역사를 시작 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
니다. 이제 유럽은 한국의 부흥을 배우고자 하
고, 심방, 새벽교회, cell속회 같은 믿음의 역사
를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헝가리 교회
는 먼저 헝가리어 메시지와 주일예배를 위해,
2시간 전부터 기도 모임이루고 있습니다.
Paul과 Zoli형제가 환경을 이루고 Kim 보라를
중심으로 중고등부, 그룹성경공부와 선교사
님들은 Job과 헝가리 대학생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쥬저 자매님은 경제대 졸
업반으로 출판 번역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

◈ 기도제목
1. 교회(호프 채플 나니와)의 부흥을 위해서
2. 어린이 예배가 잘 정착되도록
(나니와, 사카이)
3. 셀 그룹이 잘 정착이 되어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4. 마음이 통하는 언어의 수준이 되도록

오사카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세례를 집례 하시는 안영권 목사님
(08.5.5) 복음교회 개척후 첫 부흥회

습니다. 우크라이나 집시 선교하던 Otto목사
가정은 거주할 곳만 있으면 헝가리역사에 와
서 합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헝가리
에 많은 믿음의 모델이 서고 복음의 꽃이 피도
록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 앞으로 주님
의 선교도구로써 동유럽선교의 기지가 될 새
장막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하
나님께서 예비하신 건물을 계약하고 10월중
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게약금외엔 전액 대출
로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고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멘
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기도
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기초정보
■ 주소 : Budapess 22구역. Haros Street 39.
■ 층수 : 총3층(지층, 1층, 2층)
■ 차고
■ 면적 대지 778M2
■ 방수 : 6개
■ 건평 : 층당 75M2, 총 225M2
후원헌금하시고자 하실 때, 보낼 은행
구좌내역
■ 성명: KIM HEUNG SICK
■ 은행명
1. Hungary KDB bank
Account number:EUR:1359753956281701-4011 (유로화)
USD: 13597539-56281701-4012 (미화)
HUF: 13597539- 56281701-4141 (헝포린트)
2. 우리 은행: 김 흥식 1002-531-75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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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에서...
(강성은 선교사)

그간안녕하셨습니까? 교회는계속성장하고있
고, 새벽기도와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매일새롭게체험하는것이저희들에게는 새
로운 체험이요, 은혜요, 성령의 임재의 체험임을 고
백합니다.
저는 얼마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
도록기도하였습니다. 저희교회는금요일저녁7:00
-9;00기도모임을 합니다. 10:00부터는 Romas,
Sabina가정, 저희가정 그리고 Balys와 약혼녀 Aurelija
가모여철야기도를합니다. 요즘은사도행전말씀
을 처음부터 매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구절을 읽고
그때의성령의역사가저희들에게도동일하게일어
나도록 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며
Sabina를 안수 하였는데, 입신을 하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하였지만 성령의 역사임을 이라고
열심히 기도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간후 너무 마음
에 기쁨이 생겨 잠을 잘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감사
와기도로보냈다고합니다. 그후매일밤주님께서
Sabina를 깨워 (깨울 때마다 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다시 잠을 자는데 하루는 환상을
보았는데, 리투아니아 경기장에 구름같은 사람들이
많고주님께서중간에서서말씀을전하는환상을보
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
루실것이라며기뻐하였습니다.
제처 마리아 선교사는 작은 아들 베드로를 낳은
후 왼쪽 몸 반쪽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차겁고 추운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도차로 한쪽 발
에는 발톱 무좀이 있었지만, 왼쪽은 차거운 관계로
무좀이 없을 정도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일 안수하며 기도하고, 마리아 선교사도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할때마다 손이 뜨
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조금씩 치유되는
역사가일어났습니다. 어느날같이기도한후17년동
안 피가 통하지 않아 차거웠던 반쪽이 치유되어 지
금은 양쪽이 모두 따뜻합니다. 저희들은 치유의 기
적을 체험하며,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아
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병든자들에
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는 주님의 말씀대로 안수
하며기도하고있습니다.
Romas는 디프레스로 고생하며, 1년6개월이상 약
을 먹으며, 직장을 쉬곤 하였는데, 지금은 피곤해 하
지만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금식 수련회
통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

사 이루어 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부인인 Sabina가
이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이를 통해 기도의
여종으로 성장하며, 순수한 주님의 여종으로 자라감
을인해감사합니다.
내년 8월에는 Balys와 Aurelija가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공부하고자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시
대 유럽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보기드믄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일들을행하여주실것을믿습니다.
제2신-사랑하는목사님께
그간리투아니아를위해기도해주셔서감사합니
다. 그간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한분으로 감사
하고, 기뻐하는 삶을 허락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
니다. 4년전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후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며, 자유하고 행복한 신앙생
활을시작하게하셨습니다. 4년간하나님은제인생
가운데, 사역가운데축복을주셨습니다.
주일예배가 20명에서 60명으로 성장 하였고, 9
월6일 Balys형제와 Aurelija자매가 믿음의 가정을 이
루게 되었습니다. Balys형제는 제큰 아들 모세와 초
등학교 1년부터 12학년까지 한반 이었는데, 가끔씩
주일 예배를 나오다, 제가 성령체험을 한후 변화 되
자 저도 모르게 갑자기 변화된 형제입니다. 하나님

께서 형제님의 집에서 화재를 통해 연단 하셨는데,
그때 화상을 얼굴에 입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
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저는이형제님을하나님이제게주신열매임
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주님의 종
으로서 모슬렘선교에 뜻을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에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3년후 교회의 계승역
사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주일
간 금식한 후 한 점쟁이를 찾아가 복음을 영접하도
록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손님들을 잃을 것
이라고 선포 하였습니다. 올6월23일에는 빌뉴스에
있는각교회에연락하여, 젊은이들을모아저녁6시
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 기도하며 젊은이들의 부흥
을 위해 기도모임을 주관하여 하기도 하였습니다.
Aurelija자매도기도의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이번
9월6일 결혼식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믿음의가정을통해가정이파괴되어가는리투아니
아와 유럽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서는 좋은 예가 되길 기도 드립니다. 제가 주례
말씀을 잘 준비 할 수 있길 기도 합니다. 목사님 가
정과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주
총장님 아드님이 결혼식이라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름으로축복하고기도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선교현장을 다녀와서
한순이 집사 (대전복음교회)

유라시아는우리의교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전복음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언
제부터인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성취될 약속을 믿고
기도했지만, 때로는막연한바람이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미 계획하시고 우리들이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음
을블라디보스톡선교현장에서볼수있었다.
사할린에 코르샤코프 교회를 성공적으로 부흥 시
키 신 후 당신이 사랑하는 후배 목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롤시에 건설하기 위해 성경책 한

권 만을 들고 나오신 63세의 초로의 김영원 선교사
님 부부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신
실하신하나님의종이였다.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내린후 3시간을 넘게 달려
서하롤에도착했다. 하롤선교센타에도착한후이미
복음으로 전도된 그들은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
님의자녀로바뀌어증오의눈빛이사랑의눈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요동치는 성
령의역사가그들에게임재하고있음을느꼈다.
통곡의 땅 사할린 코르샤 코프의 심령들을 13년
의 시간동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
게 한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 하나님의 계획된 훈련
이였고설계도였다.
세계 각처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동
역자의 손길은 건축할 모든 자재와 못까지도 준비해

주셨고 동토의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얼어붙은
땅 지면을 뚫고 나와 새싹이 자라고 있음을 보게 하
시니승리하시는하나님인줄믿습니다.
하롤을 중심으로 40여 분이면 중국과 북한과 러
시아와 유럽의 모든 지역이 연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북한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실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을 잉태
할 선교의 기축지 하롤선교센타에 벽돌이 한장 한장
쌓여질 때마다 그 꿈이 실현될 시간이 가까워 지는
것같아가슴이뜨겁게벅차오름을느꼈다.
이 위대한 사역은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
뀌게하신예수그리스도의보혈의공로이리라.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레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까지 너희와 항상 함
께있으리라하시니라”
(마태28:19~20)
■ 2010년 가정예배 광고입니다.
블라디보스톡 하롤1지역 복음선교센터 목장에서
가정예배를 2시에 드리오니 많은 참석 하시기 바랍
니다. 교구목자장한순이집사
■교통안내
대전 복음교회 오룡역에서 하롤행 기차 타시고 3
시간 달려 오시면 하롤선교 센터에 도착합니다. 음
료수와간식간단히준비하세요.
100년 전 동방의 무지한 이땅에 하나님의 사랑으
로 태평양을 건너와 복음을 전하다 이 땅에 육신을
묻은 선교사 님들의 사랑의 빚을 이제 우리는 갚을
때가되었다. 주님의이름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선교소식
(김영원 선교사 )
-5월서신
우리를 향한 하나
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 해야 할 것들과 가
야할 곳을 가르쳐 주
시는성령님의동행하심이모든동역님삶속에충만
하시기를기도하며선교지의소식을전해드립니다.
1. 지난 2002년 교도소에서 복음을 영접한 후 출
소하여 저와 함께 사할린지역 교도소선교를 열심히
하던안드레이목사가주님의큰은혜를얻어서목사
안수를받았습니다. 안드레이목사는3월9일주일에
파송 및 환송예배를 드리고 시베리아내 야꾸스트크
(주)에 위치한 38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로 부임하
여갔습니다. 안드레이 목사가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맡
겨주신양떼들을돌보는목자의사명을잘감당하실
수있도록힘써기도해주십시오.
2. 저는 사할린과 연해주(하롤) 선교센터를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0일부터 시
작된 선교센터 건축 및 수리공사는 9월30일 까지 준
공할계획을가지고교도소에서주님의자녀가되어
출소한형제들과함께열심히공사를진행하고있습
니다.
3. 사할린은 러시아 교회력에 따라 지난 4월27일
에 우리주님의 부활절 예배를 온 성도들이 함께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부터는 우리성도들도 현제의 생활과 삶에서 남은인
생을 주님의 복음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새로운
심령으로주님의부활에동참하는축복의은혜를받
았습니다,
■ 사역 계획 및 기도제목
1. 연해주 극동 선교센터 수리 및 건축을 주님의
은혜아래 아름답게 9월말 완공되어서 하나님의 계
획하신뜻이이루어져기쁨으로봉헌드리도록기도
해주십시오.
2. 연해주 극동 선교센터를 통해 이 땅의 젊은이
들을구원하고가까운북한동포들과중국의복음화
를크게도울수있도록기도해주십시오,
3. 선교센터 준공을 한 후 극동지역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제1기 하나님의 말씀과 농업교육을 바로
시작할수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4. 선교센터 준공예배를 겸하여 하롤에서 제1기
사랑의 불꽃 큰 잔치를 열어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한
시간을가질수있기를기도하고있습니다.
5. 교도소에서 복음 듣고 주 예수님께 돌아와 세
례 받고 지난날의 지은 죄를 회개한 우리 형제자매
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립하여 주님을 잘 섬
기고 성도의 본이 되어 영적으로 죽은 생명 살려내

는주님의군사들이되도록기도해주십시오.
- 7월서신
존경하는우리동역님여러분!
저는 지금 사할린을 떠나서 블라디보스토크주의
‘하-롤 시’
에 와서 극동지역 개척교회들의 중심이
되며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고주님의복음을듣고출소한형제자매들이이곳으
로 입소하여 자립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건축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의사역현황입니다,
현재 선교센터(가로50m 새로12m)의 2층으로 된
건물의 지붕을 덮었으며 실내 칸막이를 완료한 후
실내 바닥에는 온돌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46m의 깊이로 굴착하여 수도를 연결하였으
며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훈련 받고 있는 형제들과
열심히 건축의 완공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께 봉헌
할날을기대하며열심히땀을흘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7월9일~7월14일까지 중국 신
학교졸업식특강을하러다녀왔습니다.
13억의 중국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차나 버
스로6~ 12시간이나타고와서잠도잘시간없이복
음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그곳역
시 주님은 부족한 저에게 큰 뜻이 있음을 알려주심
을깨닫고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우리동역님여러분!
주님의 때가 곧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 모두
열심히분별하고충성하여하나님의뜻을이루어가
시는 기쁨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
서이곳선교센터건물사진과중국신학교영적군사
의 모습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동역님들의 삶의 터전위에 풍성하시
기를축복합니다.
2008년7월27일
극동블라디보스토크에서김영원선교사올림
연락처: 한국/011-9930-7813 031-864-4009
연해주(하롤) 선교센터/ 7-42347-25419
헨드폰7-924-42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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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교사님들을 위한
신학교육 사역을 마치고.....
장광진 교수(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
유럽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돕기 위해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학교육을 위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헝가
리, 독일, 이탈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아홉 분
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7월 7일부터 11일까
지‘성령론’
과‘오순절관점의 교회론과 종
말론’두 과목을 집중강의로 진행했습니다.
매일 드려진 새벽예배를 통해 한 시간 동안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강의가 진행
되었고, 신학공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
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수요일 밤에
는 10시30분까지 보충수업을 하였습니다.
강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밤에는 9시부터 11
시30분까지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부흥회를 가졌습니
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선교사
님들이 계시기에 유럽의 시들어져가는 교회
들이 다시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생
명을 찾고 있습니다. 유럽 선교사님들의 뜨
거운 열정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학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방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대전복음교회의 심예진 전도사, 서원숙 전도
사, 이영식 형제가 단기선교사로 파송되어
저와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유치부와 초
등부와 중등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

된 수련회는 선교사님들의 신학교육을 돕기
위해 꼬박 5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대전복
음교회 단기선교팀은 이 수련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물품과 도구와
간식을 준비해갔고, 아이들은 이렇게 준비된
수련회의 순간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
해 열심히 즐겼습니다.
여름수련회의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선
교사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시간을 가
졌습니다. 5일 동안 은혜를 받은 아이들은 세
족식을 통해 선교사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섬기는 삶을 살
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탈리아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장녀인 대학생 마리아
가 한국의 단기선교팀과 함께 여름수련회 교
사로 헌신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

명자로 세움을 받은 일은 선교사2세들이 장
래 유럽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
여주었습니다.
대한예수교복음교회의 파송을 받으신 유럽
의 선교사님들이 이탈리아에서 헝가리에서
독일에서 리투아니아에서 온 힘을 다해 사역
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선교사역
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재정적인 많
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명을 위해
유럽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 분들의 사역
을 위해 선교후원을 감당하십시다. 선교사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후원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유럽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날을
소망하십시다.
2008년 9월 장광진 목사

감·사·의·글
♥ 안녕하세요? 황 려 목사님,
지난주 로마 근교 Alviano 호텔에서의
집중강의는 참석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
니라, 저희 선교 2세 자녀들까지 큰 복
을 얻게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관진 교수님께서 쉬는 시간도 별로없
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
다. 각국에서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주일
의 시간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심예진 전도사님, 서원숙 전도
사님, 그리고 김영식 형제님 어린이 사
역자분들의 도움으로 로마의 모든 2세
들이 정말로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정
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어 정말 감사
했습니다.
저희 로마 복음교회를 위해서 보내주
시는 모든 것을 인해 대전 복음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로마복음교회 정병선목사

베이징 한밭복음교회 창립예배
(2008년 6월 12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담임: 성공한목사(대전복음교회에서파송)
이창우총회장님의설교
안영권부총장님의축사

유럽지역 복음교회 및 선교사 가족 현황(2008년 3월 현재)
지 역

집회현황

선교사 성명

장년(12), 청년(4), 아동(8), 현지인(1)

로마복음교회

사 모

가족사항
자 녀

권순만 목사

이송희

권 마리아(대1), 권 테레사(중2)

원대식 목사

류숙영

원 다윗(중1), 원 폴리캅(초4), 원요한(2세)

정병선 목사

최승자

정 에마누엘라, 은혜(초3), 정 쟌루카(유치원)

김흥식 목사

황 미

김 바울(대2), 김 보라(대2)

헝가리복음교회

장년(10), 청년(5), 아동(5), 현지인(15)

이 훈 목사

황미숙

이 에스더(초1)

독일복음교회
리투아니아복음교회

장년(8), 아동(10)

배상덕 목사

강화숙

베다영, 배다찬, 배다윗

장년(2), 청년(50), 아동(20), 현지인(모두)

강성은 목사

김은옥

강 모세(대3), 강 베드로(고2)

유럽지역복음교회 자매결연신청서
♥ 후원방법 : ① 기도후원 ② 지정헌금후원 ③ 물품후원 ④ 단기선교 ⑤ 기타
♥ 기재방법 : 해당란에 후원교회 또는 개인명을 기입해주세요.
♥ 연락처 해외선교부 ☎ 011-587-9344
지

역

로마복음교회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2008년 3월 신입생 프로필
세계 선교 비젼을 품고 본교단 복음신학대학원에서
훈련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08.3 현재)

이름 / 국적

과정

나이

Khamsuanthang Valte
인도

신학석사(Th.M)
1학기차

1980. 09. 26
28세

Mengistu Diga Salgedo
이디오피아

목회학석사(M. Div) 1972. 03. 10
36세
1학기차

Lim Igor
우즈베키스탄

목회학석사(M. Div) 1971. 03. 29
37세
1학기차

Marcin Jozef Mendon
폴란드

목회학석사(M. Div) 1977. 03. 19
31세
1학기차

자매결연 신청기재란(교회 또는 개인)

헝가리복음교회
독일복음교회
리투아니아 복음교회

Kennedy Mwamboga Kanda 목회학석사(M. Div) 1977. 04. 20
31세
케냐
1학기차

해외선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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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수정복음교회

대전복음교회

이 창 우 목사

안 영 권

목양복음교회

생명빛복음교회

최 충 규 목사

전 용 우 목사

목사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182-6
Tel. 042-582-8404 Fax. 042-581-381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43-4
Tel. 042-226-7302,3 Fax. 042-226-730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3-16
Tel. 02-2615-7612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369-6
Tel. 042- 285-1191

너는(나는)복의 근원이다(창12:2)

보화복음교회

샬롬복음교회

동청주복음교회

참빛복음교회

이 상 섭 목사

변 정 옥 목사

최 동 현 목사

서울 송파구 석촌동213-6 Tel. (02)412-4848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30-6
Tel. 042-528-738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1동 387-3
Tel. 042-254-0569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19-5
Tel. 043-222-5546 H.P. 010-5174-7337

에덴복음교회

야베스기도원

오엘스복음교회

임 춘 수 목사

김 길 중 목사

황

옥합복음교회

이 재 봉 목사

이 차 호 전도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666
Tel. 043-234-04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51-7
Tel. 042-631-7536

천성복음교회

은총복음교회

려 목사

충남 벌곡면 신양리 563-5
Tel. 041-733-0035 H.P. 011-587-9344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379-3
Tel. 042-274-0691

물댄동산복음교회

단비복음교회

최 춘 옥 목사

김 계 옥 목사

유 태 종 목사

이 상 환 목사

대전광역시 태평동 268-10
Tel. 042-524-2249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226-5
Tel. 042-841-8603

대전광역시 법2동 198-10
Tel. 042-631-8411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0

해 외 선 교 지 발 간

해외선교의이모저모

전국꽃배달서비스

그랜드 꽃백화점
대표

▲김용기, 노미라집사부부가정사역평신도선교사로
미국으로파송예배(8.24/대전복음교회)

▲창의지역C국선교사님C국학생들격려차내한

북아시아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총회장 이창우 목사님과 해외선교부장 전용우
목사님이4월14일- 17일까지일본오끼나와에다녀오셨다

■ 3월 - 스위스 바젤에서 3월 6일~8일 유럽목회자 컨퍼런스에
안영권 부총 회장님 참석 (15명참석)
■ 5월 - 해외선교부 주최 선교대회 개최
주제: 일어나함께가자!
장소: 건신관강당

강사: 이창우총회장- 대한예수교복음교회선교정책과 방향
안영권부총회장- 유라시아선교의의의와선교전략

■ 7월 - 유럽지역선교사 연장교육 제2기생 집중강의 2학기가 이태리에서
2008년 7월 여자 선교사 4명, 남자 선교사 3명으로 시작하였다.
(장광진 교수 강의)

후
원
내
용

소식지후원 (

후원
기간

)

정기후원 (

)

(

- 복음교회총회 해외선교부

년
년
연장,

월부터 ~
월까지
신청) 합니다.

일시 (1회, 수시, 기타)
지정후원대상 (
후원금액 (

후
원
방
법

)

연락 042-221-7304 : 총회사무실
전화 011-487-9344 : 해외선교부총무

)
)

그동안 해외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
으로 힘껏 섬겨주신 총회 여러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해외선교지가 날
로 확장되어 짐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해
외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8년도 에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것 위
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교회나 기관, 성도님들의 많
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껏 헌신하
신 후원금은 하늘에 쌓여질뿐만아니라 온세계에
하나님나라건설에 보람있고 아름답게 쓰여질 것
입니다. 꼭 전화주세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복
음해외후원선교사”
로 모시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와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우며사랑스러운지요. 감사합니다.
- 해외선교부일동

해외선교후원카드
선교사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97-11(구 농도원4가)
Tel. 527-7788 Fax. 527-7738
http://www.koreaftd.com/?kftd2672

해 외 선 교 지 발 간

■ 북아시아 지도자 회의

일시: 2008. 5. 12

해외선교비
후원자를 모십니다!

김 민 영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초교파「인터넷교회 라마나욧」
이 영 실 목사
http://www.internetch.co.kr/
1.「인터넷교회라마나욧」을통하여사람들이쉽게
그리스도인이되는길을열어주고싶습니다.
2. 주일예배에출석하지못하는분들에게예배참석
의기회를드리고싶습니다.

해 외 선 교 지 발 간

헵시바코러스선교단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부설가족치유연구소소속
◈고문: 임열수총장
◈단장: 최영숙집사(중문침례)
◈총무: 김미자권사(남부감리)
◈지휘: 황려목사(수정복음, 야베스기도원) ◈반주: 김민영집사(대흥침례)
◈단원: 30명(복음교회3명, 감리교13명, 침례교8, 장로교3, 성결교2, 카톨릭1)

⊙ 해외선교부 후원 통장 : 농협 462-17-006334
(예금주 : 대한예수교복음교회)
⊙ 042-221-7304 : 총회사무실
011-587-9344 : 해외선교부 총무

후원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2월총회이후-2008년 8월현재)

은행명 (

은행)

입금일 (

은행)

■ 교회 대전복음교회, 수정복음교회, 목양복음교회, 참빛복음교회, 예원복음교회, 아름다운복음교회,
새소망복음교회, 성도복음교회, 은혜복음교회, 샬롬복음교회, 동청주복음교회, 보화복음교회,
생명빛복음교회, 복음교회총회. 은총복음교회, 동대전복음교회, 오엘스복음교회, 물댄동산복음교회,
단비복음교회, 빌립보복음교회, 서귀포중앙교회, 헵시바코러스, 야베스기도원, 인터넷교회, 그랜드꽃백화점

은행)

■ 기관 동부지방회, 중부지방회, 대전교회2청년회, 주안공동체

※ 은행 온라인을 이용시(입금하신후 꼭 연락주십시오)

입금자 (

후원금 입금 계좌

기타

■ 개인 대전교회성도(무명2), 임진하

농협 462-17-006334
예금주 : 대한예수교복음교회

※ 누락되었거나 잘못기재된 사항은 011-587-9344 : 해외선교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 원 신 청 인
이 름

교회 또는기관명

휴대폰

편/집/후/기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 해외선교 후원카드는 총회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해외선교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발간에 후원으로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011-587-934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으로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