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 2021년 10월 31일 밴쿠버 김은중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어린양과 이리)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 9:33)
어느계층이나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비드 상황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
락 가운데 전도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유학생 사역은 더
구나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는 양을 이리가운데 보내노라는 주님 말씀에서 쉽게 알 수 있
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 존재가 어린양앞에 목자의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목자에게 의존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색
적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함이 맞지만 일단은 관계성을 갖기 위해 선택한 탁구가 요즘 저에게
좋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도 의외로 탁구를 치는 대학생들이 많아서 이들과 10분만
탁구치면 사진도 찍고 전화번호도 쉽게 얻게 됩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절
대 의지하는 이시대에 이리가운데 보내진 양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고 목자없는 양이 죽은 목숨이
란 사실을 알고 모든 영역에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2. 10월 한달간의 사역속에 나타난 감사 (교회, 캠퍼스, 양육)

지난 한달에도 변함없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중심으로 소식 알려 드립니다.

1) 주안에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와 활동

주안에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를 변함없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강해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올해안
에 외국인 교회에 랜트를 하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코비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기 교회 예배 이루는데도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7-8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드뎌 SHEEP YARD PINGPONG

FAMILY를 발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

로나 시기에 이웃전도를 잘 할 수 있을지 계속고민하다가 시작된 탁구로 인해 점차 성장하여 클
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특징은 8개국 이상의 다민족의 모임입니다. 주로 코리안, 필
리핀, 이란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레크리에이션 센터를빌려 매주 토요일 마다 신나게
탁구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
주마다 식사교제하고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 양육: 일대일, 그룹 성경공부, 영어공부

10월달에도 그룹공부 일대일 공부 영어공부가 진행 되었습니다. 마태공부를 매주 목요일6:30분에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직장인들이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한주 한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일
대일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건웅형제와 SKALI 자매를 중심으로 일대일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고 직장인이지만 매주 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달에 일본4자매를 중심으로 영
어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 어학연수를 온
자매들입니다. 점차 성경공부로 진행 될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3) 캠퍼스 전도

드뎌 켐퍼스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번째

백신을

맞고

난

뒤부터

캠퍼스에도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UBC,REGENT,CAPILANO,SFU 대학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UBC,REGENT는 캠퍼
스가 멀어서 한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해서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가 우리가 잘 해 왔던 탁구에 관련해서 SFU와 CAPILANO대학에 탁구대가 있다는 사실을발견
했습니다. 그 뒤에 쉽게 접근하고 사진촬영하고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관계성을 늘리게 되었습
니다. 캠퍼스전도의 두번째 단계는 BIBLE STUDY입니다. 혹은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4) 전도에 대해서

10월달에는 핑퐁 전도와 캠퍼스 전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할 것
인가 어떻게 그룹공부를 진행 시킬것인가가 큰 기도제목입니다. 캠퍼스 전도에서 전략은 사진찍
고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는 제자양육이 급선무이
기에 다시 만날 접촉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탁구를 통해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행복한 교회 전도를 위해 핑퐁클럽을 계속진행했습니다.

3. 11월 달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주안에 행복한 교회 다민족 영어예배
유학생과 1.5세를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시작한 주안에 행복한 교회의 매주 예배와 영어 설

교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영어예배 잘 준비하고 매주 핑퐁페밀리 모임을 잘 이루고자 합니다. 특

별히 관계성 있는 지체들 가운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 캠퍼스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UBC,SFU, CAPILANO를 중심으로 매주마다 전도하고 이들 관계성이 그룹 성경공부로 잘 이
어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3) 마태복음 그룹공부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초신자를 위한 그룹길공부를 마무리 하고 대신에 전교인 마태복음 그룹공부를 매주 목요일 7PM
에 합니다. 특별히 매일 큐티를생활화하기 위해 묵상훈련을 겸해서 합니다.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4) SHIP YARD PINGPONG CLUB
겨울시즌에도 지속적으로 레크리에이션에서 만남을 갖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초
청되는 사람이 나오도록 12월에 성탄 파티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5) 지속적인 일대일 양육
길공부를 일대일로 하고자 합니다. (MOO, AMIR, CLER,ISEBEL) 창세기 로마서 공부가 지속되도록
(서예화, 혜수, 동수 형제,skali)
7) 자녀를 위한 기도:
요한이와 형준이 학교 생활, 한나의 병원 간호사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
람들 잘 만나도록, 생활비와 학비가 잘 마련되도록
8) 지속적 후원:

매달 300만원의 후원목표가 잘 채워지도록,일과 사역에 균형을 잘 이룰수 있도

록
9) 후원자 가족과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사랑교회, 빛고을 소망교회, 서원교회, 동부겨자씨교회, 진월겨자씨교회를 위해 기도바랍
니다.
10) 장기적인 기도제목
-교회 오픈예배가 올해 안에 외국인 교회를 랜트하여 이루어 지도록
-형준이와 저의 시민권 비자가 나오도록, 미국 방문비자가 올해 해결되도록

-형준이가

주안에서 항상 강건하도록

-가족 형제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