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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 봄에 활짝 핀 알리움(Allium: Flower-
ing Onion) 꽃.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경
번역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날로 
더 말씀의 씨가 세상 가득 흩뿌려지기
를 소원합니다.  

제호 설명: 
정산 정해수선생(나이아가라한인장로
교회 은퇴안수집사)께서 위클리프 
사역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써주신 붓글씨를 일부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Wycliffe Canada’s Vision Statement
위클리프캐나다 비전선언문
A world
where translated Scriptures
lead to transformed lives
among people of all languages.
모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모든 언어 종족의 삶이 
변혁되게 하는 사역

독자들의 사랑과 격려로 한인소식지가 발간된 지도 이번 호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애독해 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일년 전 시작할 때는 준

비도 만만치 않아 독자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호를 거듭하

면서 저희 한인사역 동역자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되게 하셔서 의미있는 소식지로 이어가

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캘거리에서 동역자 한 분을 더해 주셔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

은 캐나다 현지의 직장, 교회의 당회원 직분, 그리고 다문화소그룹 인도자 등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유민주 장로(캘거리한인장로교회)가 그 지역의 한인 동원 사역까지 맡

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바쁜 중에도 성경번역선교에 헌신하실 분들

을 찾아내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

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살지만 한편으론 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

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현업과 생업에 몰입해야 되는 현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선교지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선교하는 방법이 얼

마든지 있습니다. 유 장로의 경우가 한 예입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시간이 넉넉치 않지

만 선교동원사역에 과감히 뛰어듦으로써 크리스천의 선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단면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당장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선교

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가하면 선교 일을 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누

구나 경험합니다. 동원사역을 하노라면, 바쁜 일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

는 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자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한가하게 남는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열정을 갖고 움직

일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실 ‘온 

천하’ 에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도 포함됩니다. 다행히도 토론토나 밴쿠버, 캘거리 

등 다민족이 살고 있는 캐나다의 대도시는 지금 있는 곳에서도 만민(모든 족속)에게 복음

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위해 몸으로 다른 먼 곳에 다니는 사람들과 동역함

으로써 이 명령을 받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바쁜 중에도 시

간을 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

을 통해 섬기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문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고

백할 수 있을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

님께 꼭 해야할 일을 미룬다면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 할 수 있을까?’

캘거리의 새 동역자를 맞으면서 동원사역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쁜 중에도 먼저 시간을 내

어 그분의 세계선교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편집인/번역/교정:
Editors/Translators/Checkers
Daniel Yoon/윤기태
Gyoojun Lee/이규준
Joseph Park/박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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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글 
Paul Meisner /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폴 마이즈너 / 대외협력부 디렉터

Congratulation

Paul & Alice Meisner

Welcome, Ernest Yoo!
The Public Relations team of Wycliffe Canada is always 

looking for those who can effectively communicate to the 
Christian public what God is doing in and through Bible 
translation around the world. How grateful I am for each of 
those who have a passion and a desire to be used by God 
to challenge others to join the Bible translation 
movement through giving, praying or going! 
As you can appreciate, the country of Canada 
is large with a very diverse population and so 
that needs to be reflected in our team. Not 
only do we have a presence in 14 different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but we also 
have four different ministries associated 
with Public Relations Canada. There is 
NextGen Ministries, Children’s Ministries, 
Chinese Ministries and Korean Ministries. 
From the titles you can see that each has a 
particular audience in focus. And each ministry 
area involves other team members to assist them in 
reaching that audience. It is true that it takes a team in order to 
see that Bibles are translated for those who still wait for them in 
their own language.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to the Korean Ministries team 
Minju (Ernest) Yoo of Calgary. Although his training is that of 
a Chemical Engineer and he has worked in very responsible 
positions in the oil and gas industry for 20 years, he is also an 
active member of his church in Calgary and is desirous of 
having an active part in Bible translation. I know that his efforts 
in mobilization and recruitment are deeply appreciated by the 
others on the Korean Ministries team. I too deeply appreciate 
having him reside in Calgary which is the home of the Wycliffe 
Canada national office. Minju’s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coupled with his understanding of Bible translation suits him 
well to the role that he’ll have in challenging others in the Korean 
community of Calgary and other areas in Alberta. May the Lord 
richly bless his efforts as he works to see even more Koreans and 
Korean churches actively involved in Bible translation!

새로운 동원 사역자를 환영하며!

하나님께서는 성경번역을 통해서 또한 그 과정에서 세상 곳곳에

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며, 위클리프 캐나다의 대회협력 (Pub-
lic Relations) 팀에서는,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다른 이들에게 기도와 물

질과 재능으로 각각 동참토록 권유하는 사역을 감

당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동원사역자)들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

여 사는 큰 나라입니다. 저희 대외협력부도 이

에 부응하여, 지역적으로는 캐나다 전역에 14
개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조직상으로는 차세대 

사역, 어린이 사역, 중국인사역, 그리고 한인사역 

등 4 가지 다른 사역 부서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

름에서 보이듯이, 각 사역마다 그 대상이 다르지만, 부

서간에 상호 협력하여 그 대상들을 더 잘 섬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이 번

역되기 위해서는, 정말 팀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캘거리에서 유민주 장로가 한인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참 

기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화학공학 엔지니어로서 지난 20여 년 간

을 석유 관련 산업에서 요직에 종사했고,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열성

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경번역선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

신 것입니다. 한인사무국 관계자들도 유장로의 교회 동원과 후보생 

발굴 노력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장로가 위클리프 캐

나다 본부 사무실이 있는 캘거리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

합니다.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성경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

으로서, 캘거리를 중심으로 알버타 지역의 한인공동체에 성경번역선

교의 비전을 나누기에 꼭 적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장로의 사

역에 크게 복주셔서 더 많은 한인들과 교회들이 성경번역 선교에 동

참하게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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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출석하고 있는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에서 작년

11월에 위클리프와 함께 ‘선교인식 갖기’ 를 목표

로“첫걸음 선교 이야기” 라는 2박 3일 선교대회를 갖게 되

었습니다. 저는 해외선교담당으로 이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행사진행을 담당하였는데 이 선교대회를 통해 위클리프에

서 자원봉사자로 사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클

리프 한인사무국과 함께 한 선교대회를 통해 위클리프가 하

는 성경번역사역과 성경번역사역을 돕는 많은 전후방 지원

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별히 2025년까지 성경이 없는 부족

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기 위한 Vision 2025에 

많은 번역선교사 및 선교사를 지원하는 많은 인력의 필요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하고 항상 교회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저는 처음에는 선교단체에서 일할 동

기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의 결과는 궁

극적으로 선교의 열매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깨달음으

로 언젠가는 전문선교단체에서 선교사역(선교사 또는 선

교사 지원)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선교대회 

후 캐나다 위클리프본부가 있는 캘거리에 위클리프 한인

동원사역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선교사님들의 말씀

과 참여권유로, 언젠가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역을 하겠다

는 그 때가 바로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들어 위클리프에 가

입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에는 선교사로서의 많은 전임 사역이 있지만 

당장 현업을 접고 전임 선교사로 사역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와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우선 자원봉사자로 위클리프 

앨버타지역 한인동원사역을 담당키로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의 일련의 수속과정과 훈련을 마치고 3
월 24일 앨버타 지역 첫 기도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첫 기도모임에는 캘거리한인장로교회 최창선 목사님과, 선

교담당 박승배 장로님, 그리고 위클리프에서 함께 헌신코

자 하는 김정선 집사님 (항공정비)과 박혜원 청년 (Nursing
전공)이 함께 참석하여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했고, 최목사

님과 박장로님이 교회차원에서 후원이 가능토록 돕고 계속 

기도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매월 기도모임을 가지며 기도모임에 새로운 

후보자(직접참여)와 후원자(기도와 제정후원)를 초청하여 

위클리프사역을 소개하고, 자원봉사자로, 전임사역자로 참

여토록 권고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기도모임이 캘거리를 

시작으로 앨버타 타 도시로 확산되고 그 수가 배가토록 기

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클리프 사역에 헌신하며
유 민주 장로 / 발런티어, 앨버타 한인선교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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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선교 동원 사역의 시작
이 시대는 신 유목민 시대라고 할 만큼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인 디아스포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

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수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많은 한인들을 한반

도 밖으로 내어 보내셨는지. 단순히 어메리칸 드림 같은 경제적인 이유나 아이들의 교육 문제 같은 단편적인 이유뿐 아니라 이 시대 

수많은 디아스포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단일문화/언어/민족으로 살아 온 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각지로 이주하면서 다중문화/언어/민족 사회를 경험하고 적응하

게 되었고, 또한 주님은 이런 디아스포라들에게 믿음을 접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비

서구 중심 선교로 전환되고 있는 이 때 양쪽의 문화를 다 경험하였으므로 그 가교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인디아스포라와 디아스

포라교회야 말로 매우 중요한 선교의 동력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들 캐나다 한인교회를 선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동원하기 위한 한인사역은 2003년 9월 위클리프 캐나다에서 소수민족 

사역을 담당하던 캐나다인 선교사 갈랜드 호엘(Garland Hoel)과 위클리프 미국 한인사무국을 담당하며 캐나다를 돕던 홍은선 선교사, 

그리고 강창석, 이규준 선교사 네 사람이 캘거리 본부에서 만나 당시 위클리프 대표이신 로저 길스트랩 선교사의 주선으로 캐나다 

한인사무국을 창설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강창석/사라, 이규준/진숙 선교사가 차례로 위클리프 선교사로 허입되면서 2004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한인 선교동원 사역

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창석 선교사가 동부지역에서, 이규준 선교사가 서부지역에서 각각 사역을 담당하다가 2006년초 이규준 선교

사가 팀웍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토론토로 이주, 한인사무국 디렉터인 강창석 선교사를 도와 동역하면서 사역이 한층 더 활기를 띄

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동원사역 확장
한인사역은 이후 동부에서 인사부 사역과 함께 한인사역을 섬기는 윤기태/희숙 선교사와 서부 동원사역을 담당하는 박요섭/선향 선

교사가 함께하는 사역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위클리프 캐나다의 본부가 있는 캘거리에서 캘거리한인장로교회 유민주 장로가 자원봉

사자로 한인동원사역을 시작함으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인디아스포라교회와 선교사후보 동원사역이 귀

한 동역자들을 불러모아 지역분담과 함께 팀웍을 이루어 상호보완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교회와 선교사후보를 동원할 수 있도록 활

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필요한 지역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동원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유민주 장로를 헌신토록 도와준 캘거리한인장로교회는 5년 전 전교인수련회에서 “일일선교여행” 을 시행하면서부터 위클리프와 

동역해 온 교회입니다. 일일선교여행을 통해 참가한 교인들에게 세계선교에 대한 꿈을 나누는 계기를 가졌고, 이후 성경번역의 긴요

캐나다 디아스포라교회와 한인 선교동원  
한인사무국 동원팀

2005년 캘거리에서 모인 아아시안 디아스포라 동원사역 관련자들
(앞줄 왼쪽 끝에서 6번째:홍은선 선교사, 뒷줄 한 가운데:갈랜드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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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알리는 미니 콘서트와 작년 11월 위클리프 한인사무국을 다시 초빙하여 세계선교대회를 기획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한인

사무국은 새로 시도하는   “첫걸음 선교이야기”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지역교회 주도로 아주 은혜롭게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유민주 장로가 

헌신하게 된 것도 바로 이 행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후 지난 2월 위클리프 미국본부 올란도에서 개최된 글로컬 컨퍼런스 2009에 담임목사님 부부가 참가해서 성경번역과 위클리프 선

교사역의 긴요성과 다양함을 확인하시고,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위클리프와 공식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어,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동원팀에게 큰 은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선교의 하나님께서 선교비전을 같이 나누며 꾸준히 그의 

비전을 향하여 한걸음씩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확증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인 사무국에서는 캐나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대상으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와 그 사역을 알리고, 특히 성경번역 사역의 필

요성과 긴급성을 홍보하며, 이 시대 선교의 동력원인 캐나다 한인교회들을 다음과 같은 교회선교부흥에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지역교회

를 섬기고 있습니다.

홍보 및 중보기도 
위클리프 사역 소개: 개 교회 예배 및 소그룹 모임, 단체 모임 

등에 한인사무국 사역자들이 방문해 위클리프와 성경번역 사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주간 기도제목: 매주 국제 위클리프와 잘스, 그리고 한인사무

국의 기도제목을 통해 세계 성경번역 선교의 동향을 이메일로 나

누고 함께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은 위클리프 홈페

이지(www.wycliffe.ca/korean/pdf/pray-bulletin.pdf)에업데이트하

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모임: 지역별로 사역자들과 관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세계 성경번역과 한인사역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여행
잘스비전여행 (JAARS Vision Trip): 성경번역을 위한 종합기

술지원센터인 잘스 센터(미국 노스캐롤라니아주 왝소 소재)를 방

문하여 선교사역의 다양성, 협력하는 선교, 전문 선교의 모델 등

을 보고 배우는 여행으로 선교를 위한 준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의 사역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는 데도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입니

다. 잘스 센터에서의 각종 시설 견학, 비행기 시승 등 행사 참

여, 사역 시범, 성경을 통한 협력선교 훈련 등 다채로운 구성

으로 진행됩니다.

정글체험훈련 (Jungle Jump Off): 잘스 센터 내에 준비된 

정글체험 센터에서 주로 중고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

는 훈련으로, 선교지 적응 훈련 및 디스커버 위클리프, 일일선

교여행, 잘스비전여행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

교단체를 위한 노력봉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름휴가 기간 동

안에 열리며 보통 6개월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단기비전여행 (Short Term Vision Trip): 성경번역 선교 사

역지에 가서 진행중인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견학하며, 이를 위

해 간단한 현지 적응 훈련, 언어/문화 훈련의 기회가 주어집니

다. 팀사역에 대한 이해와 헌신의 기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

은 기회로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교학교
첫걸음 선교 이야기: 첫걸음 선교 이야기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깨닫기 (Mission Awareness)프로그램으로 선

교에 관한 간략한 강의와 액티비티들로 구성되어 선교에 대한 

강창석 & 사라 
       (Halifax)

이규준 & 한진숙  

윤기태 & 양희숙   유민주 & 이경자   
    (Calgary)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핼리팩스 

(Toronto)

박요섭 & 조선향   
  (Vancouver)



7

기본적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개교

회 형편에 따라 맞춤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미션익스포저 (ME): 미션익스포저는 선교 관심자들을 대상

으로 한 기초적인 선교교육과정으로 미션퍼스펙티브 과정을 5-6

주 과정으로 축약한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에 관한 4+1관점(성경

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 동역적)을 개괄적으로 배우는 과정

으로 현재 서부지역에서 선교단체연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션퍼스펙티브 (MP): 선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갖춤으

로써 선교하는 교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선교학의 필수과정으로 되어 있는 미션퍼스펙티브 과정을 약 12

주에 걸쳐 강의와 토론, 숙제 등을 통해 학습합니다. 참가자들이 

선교에 대해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적

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동

부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규준 선교사가 퍼스펙티브 캐나

다로부터 한국어 퍼스펙티브 과정에 대한 코디네이터 자격을 부

여 받게 됨으로써 정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함께 훈련하는 과정

을 개설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알아가기 
일일선교여행 (the Journey): 참석자가 현재의 편안한 삶에서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에 가서 적응훈련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모의 훈련과정으로, 선교일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선교관심자의 준비과정, 선교사에 대한 이해 등의 효

과를 얻도록 돕습니다.

디스커버 위클리프 (Discover Wycliffe): 성경번역선교의 목적

과 중요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영

상 시청, 촌극, 패널토의, 성경번역 맛보기, 타문화 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클리프 선교회의 성격과 사

역에 대해 단시간에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위클리프 스쿨 (Wycliffe School): 성경번역 선교에 대한 심

도 있는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언어로’

를 토론 교재로 하여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미션퍼스펙티브

의 관점들을 성경번역과의 관계에서 집중 조명해 보는 것으로 이

루어집니다. 

컨퍼런스
글로컬 컨퍼런스 (GLocal Conference): 캐나다와 미국의 한

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모여 교회와 선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

해 협력하는 모델 창출을 위한 강의, 웍샵, 토론, 교회별 선교 모

델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는 컨퍼런스로 개교회 담임목사, 선교

목사 및 선교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2박3일의 숙박 프로그램으

로 진행됩니다.

이 외에 성경번역 사역의 비전을 함께 하는 토론토의 업스

트림 팀과 함께 성경번역 콘써트를 통해 성경번역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하늘의 씨앗’    2호
를 참고하시면 지난 해 퀘벡과 아틀란틱 지역에서 진행된 순회

콘써트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역으로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임

을 인식하고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가 위해 필요한 

선교정책의 수립을 돕는일과 그간의 산발적인 선교활동을 정밀

히 분석하고 세계선교의 남은과업의 우선 순위를 이해하고 함

께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지역교회의 세계선교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성경 번역
모든 민족이 자신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

지 않으십니까? 성경 번역은 성경 번역 선교사 만으로 이루어

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360여 분야의 다양한 사역자들이 함

께 할 때 이루어지는 종합 선교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

역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www.wycliffe.ca/
korean/pdf/service_opp.pdf에서 다양한 사역의 분야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  .  자원봉사
먼저 캘거리 본부 및 토론토와 밴쿠버 사무실 등에서 자원봉사

로 성경번역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달

란트를 사용하여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분의 자원봉사

자들이 기도, 번역, 우편발송, 편집 디자인, 선교동원 등의 영

역에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b  . 인턴쉽
대학생들이라면 여러분의 배움들을 위클리프 사무실에서 인턴

쉽 과정을 진행함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 단기 및  장기 사역
국내외 곳곳의 사역 현장에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역이나 그 이

상의 장기사역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번역 선교사 1명
에 지원사역 선교사 3~5명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사역이 가능하

지만 지금 현재는 그 비율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원사역 

선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기쁨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성경번역, 우리의 바람이

며 선교의 하나님의 부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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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시너지 창출 선교

하늘의 씨앗에서는 앞으로 수 차례에 걸쳐 교회와 선교회가 
협력하여 선교에 있어서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의도로 기획글을 
싣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말처럼, “교회를 모르는 선교(회)는 
선교를 모르는 교회만큼이나 끔찍한 일입니다(An unchurchly 
mission is just as much a monstrosity as an unmissionary 
church).”  각양 재원을 갖고 기본 훈련을 통해 세계선교에 필요한 
일꾼을 키워내고 동참하는 교회의 순 기능과 교회의 참 정체성을 
찾아주고 선교현장의 효과적인 사역을 증진시키는 선교회의 순 
기능이 함께 어울려 시너지를 낸다는 의미에서, 이 섹션은 서로를 
통해 배우고 힘을 얻는 선교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 사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캘거리한인장로교회 최창선  담임목사의 글을 싣습니다.

지난 2월 올랜도에 있는 위클리프 미국 본부에서 열린 글로컬컨퍼런스(GLocal Conference)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을, 이전에 선교사였

고 현재는 선교에 열정을 가진 지역교회 담임목사로서, 늘 가졌던 선교에 대한 생각에 비추어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선교의 여러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이해

1. 선교의 당위성 : 신구약 전체는 선교의 명령. 선교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갖는 가장 핵심적 사명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

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선교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많은 논의가 있었

고, 이러한 고민은 세계선교대회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선교신학 변천과정에 잘 드러난다. 

지역교회와 선교회와 선교협력에 대해서 
 최 창선 목사 / 캘거리한인장로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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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글로컬 컨퍼런스에 참여한 캐나다 참석자들 

2. 선교신학의 변천/선교대회를 중심으로. 선교신학은 1960년을 전후로 해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계통과 복음주의 계통의 선교가 선교의 틀을 결정했다. WCC 계통의 선교신학적 입장을 가진 교회들은 선교사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복음주의적 선교신학을 가진 교회들을 더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게 된다.

     1952년 빌링엔 세계선교 대회에서‘하나님의 선교’ 라는 개념의 발견은 선교신학의 방향을 정하는 데 충격적 영향을 주었다. 선교의 

주체에 대한 물음으로“선교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한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마련하였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좋은 선교의 개념을 끌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통적 교회의 선교와 책임을 약화시켰다. 이것은 결국 인간화, 즉‘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후에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과 같은 상황화 신학이 태동되는 데 기여하

게 된다.

     이런 가운데서 복음주의 선교신학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1966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세계복음화가 선교

의 중요한 목표임을 확인하게 된다. 사회적 책임이나 문화적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선교의 교두보는 복음전파라는 사

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베를린 선교 대회의 주제를 재차 확인한 대회가 1974년 로잔대회이다. 두 명의 선교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존 스토트는 베

를린 대회에서는 선교가 복음전파의 주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

에 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 선교가 복음과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더 분명히 말한다면 전도에 우선순위가 있음

을 명백히 했다. 두 번째 영향을 준 신학자는 도널드 맥가브란이다. 그는 베를린대회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도와 문화를 접합시키는 역

할을 했다. 그는 이것을 교회성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했다.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복음전파를 함으로써 교회성장을 가져올 것

인가를 고민하면서 문화에 맞게 전도함으로 교회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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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교전략의 필요성. 현재 세계 선교는 여러 면에서 빠르

게 변화하고 있다. 60년대는 선교신학적인 면에서 격동기였

다면 70-80년대는 선교와 문화의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와 진

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80-90년대에 이르러서는 선교전략 내

지는 방법론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변화 중

에 하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선교가 어떤 전문 선교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

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빗 바렛 같은 선교신학자는 앞으로 선

교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됨을 깨닫게 해 주었다.  

4. 평신도의 선교세력화 방안. 세계 인구는 65억 정도인데 

반해 선교사의 총수는 20만명 정도이다. 이 숫자를 생각하면 

선교전략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세계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만 한다. 1) 먼저, 선교사 수

를 늘려야 한다. 2)‘모든’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동참토록 양

육과 동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3) 전문인 선교사와 자비

량선교사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20세기 후반

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선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교회 인식 변화의 필요성. 교회인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울이 안디옥교회를 통해

서 선교사역 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교회는 본의이든 타

의이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바로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볼 때 비전임선교사 또는 전임선교사들에 대한 성경

적 이해를 할 수 있다. 바울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 전문인 사

역(즉, 비전임사역)을 할 때도 있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선

교사란 말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선교사적 삶을 살고 선

교사적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전문인 사역자들에 대해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격려하며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동반자 의식과 한국교회의 선교 한국 선교사나 교회나 

선교기관들이 동반자적 자세를 잘 갖지 못한다는 지적은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우리들의 감정적 성향을 거꾸로 

잘 이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동반자 관계를 일궈낼 수 있다.

서양사람들은 처음부터 타인과의 관계가 분명하다. 그래

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간관계로 형성된 공동체적 사회

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많이 좌우된다. 이는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런 속에서 동반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되기만 하면 오히

려 이런 관계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선교 현장에서 동반적 관계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상호협력을 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선

교단체와 단체 사이, 교파와 교파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의 

협력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서로의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관계. 대개 지역교회와 선교단

체가 어느 정도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걸 인정한다. 앞서 언급

한 빌링엔 국제선교협의회(1952)에서 있었던 선교 주체에 대

한 열띤 논쟁은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에 대한 개념을 분

명히 했다. 선교는 교회에서부터 나와서 교회로 가는 것이 아

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그 분이 계속

하신다. 이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데에는 지

워드 스프링 박물관에서 (최창선 목사 부부 오른쪽 뒷줄) 

본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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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l선교대회를 다녀와서

여러 해 전부터 글로컬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정기

노회와 늘 겹쳐서 참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의 은혜로 노회일정이 바뀌어서 참석할 수가 있었다. 늘 선교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자원과 기회를 가

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또한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차였다. 그러한 가운데 위클리프 홍현민 선교사

를 통해 위클리프를 소개받게 되었고, 캐나다 한인사무국 디

렉터인 강창석 선교사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5년 전에 전교

인 수련회에서 ‘일일선교여행’ 행사를 통해 참가한 교우들이 

일일 선교사 체험을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

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클리프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지난 해에 ‘첫걸음선교이야기’ 를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

롭게 마쳤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바라던 글로컬 세미나에 참

석하게 되었다.

     글로컬 컨퍼런스는 그 동안 위클리프와 관계하면서 위클

리프의 정신과 내가 생각해왔던 비전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현

장이었다. 아내와 함께 참석한 이 컨퍼런스에서, 그 동안 생

각했던 선교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또한 어

떻게 하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협소하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대개 교회와 목회자는 선교사나 선교전문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열정과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때로 선교에 대한 방향이나 방법을 모른 채 시작

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선교 현장과 선교사에 대

한 이해 없이 그저 물질과 기도로 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현장과 교회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 상

처를 주면서, 결실 없이 갈라서거나 끝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

이 있다. 많은 재원들을 투입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아 교회로 하여금 선교열정을 오히려 가라앉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랫동안 현장에

서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선교기관과 협조해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만 지속적이

고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음을 이번 세미나에서 배울 수 있

었고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에 관

심을 갖고 있는 평신도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교환

하면, 교회를 통해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보

았다. 벌써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보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생각

을 가지고 있음에 많은 격려를 받았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위클

리프와 비공식 관계를 가지고 상호 협조하고 있지만 차후에 공

식적 선교 파트너로 협정을 맺고 재정과 인력을 공급하고 그

들의 선교 노하우를 받음으로 선교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앞서 귀한 비젼을 만들어주신 

위클리프 한인동원사역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대한 공헌을 했지만, 반면에 그 의도와는 달리 교회가 선교에 

수동적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없이 직접 세상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다. 이

러한 영향이 교회로 하여금 선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동참

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는 사이에 선교단체들의 사역이 더 부

각되었던 게 아닌가 한다. 선교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시지

만, 그 실행에 있어서 결코 교회를 소외시키지 않으신다. 교

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소명을 직접적으로 혹은 선교

단체와 함께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향하여 뜻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좌절하고 

힘이 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Though I walk in the midst of trouble, you preserve my life;
you stretch out your hand against the anger of my foes, with 
your right hand you save me.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your love, O Lord, endures forever-do not abandon the 
works for your hands.”(Psalms 138: 7-8)
As I pray for God’s will to be fulfilled in my son’s life, I realize 
that God our Father also fulfills His will in our lives with love. 
There is a reason we can stand up again through His Word even 
when we are depressed and having a hard time:  we believe God 
wills to speak to these people in their own mother tongue in His 
own time and in His own way. I wait with a great expectation on 
how He will use us in this work…

>>> 18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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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동역의 기회 2: 단기 비전여행 (파푸아뉴기니, PNG)

     한인사무국에서는 다양한 사역의 기회를 알리기 위해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매 여름마다 여러 가지 사역 기회가 있는 선교현

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규준/한진숙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 우까룸파 본부에 약 2개월 간(7월8일~9월1일) 머물며, 

단기 비전여행 오시는 분들의 선교지 방문과 훈련을 돕고자 합니다. 내년에 헌신코자 하여 현재 선교사 허입과정에 있는 최금택/류금

주 후보생 부부가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남한 5배 땅에 인구 5백만이 살고 있지만, 8백 개가 넘는 언어가 있어서 성경번역의 필요가 매우 많은 곳입니다. 

많은 성경번역 사역지를 위해 현지의 본부 지원이 절실한데,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뒤진 나라여서, 현지 본부의 모든 기능이 자급적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마을 하나와 같은 본부 전체를 유

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 및 관리직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

러분의 직업 배경이나 경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이번 여름에 기회를 내셔서 꼭 찾아와 성경없는 부족들을 향

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동참하시는 계기 삼으시길 빕니다.

이번 호에서는 단기 비전 여행에 대해 안내해드리며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번역선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위클리프에는 오직 성경번역 하는 사람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번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350 개가 넘는 많은 일들이 동시에 협력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력, 기술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곽 웅 목사 (목민교회 담임) 

업스트림과 캐나다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가 협력하여 성경이 없는 부족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홍보하는 콘서트가 지난 3월 26
일(목) 목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성경이 필요한 모든 부족을 위해 헌

신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목민교회는 이제 걸음마를 한발 한발 딛고 있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가치 있는 것으로 교회의 기

초석을 하나하나 놓으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품과 준비되고 헌신적

인 사역으로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시는 업스트림과 위클리프 선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다른 지체들이 협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헌신을 다짐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기대와 필요들은 사라지고 감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를 소개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의 비밀이 들어있는 성경이 어떤 희생과 헌

신을 통해 우리 언어로 우리 손에 전달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과 수천 여 개가 넘는 언어종족에 아직도 성경번역 작업이 시작조차 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듣는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경번역 사역이“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는 말씀은 모든 사역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

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었습니다.“함께한다” 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른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번역의 절실

한 필요와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필요한 일꾼들을 동원하기 위해 한 시간은 짧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

에 제한되는 법이 없음을 알기에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콩나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 물을 주면 밑동 없는 그릇 아래로 물이 다 흘러 

내려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수분이 콩을 자라게 하듯이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저희 가운데 자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주님 오실 그 때를 위해 이제 목민교회의 성도들도 이번 집회를 통하여 편한 관중석에서 내

려와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일군으로 헌신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누군가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다시 협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를 기다리며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A Song for the Wor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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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선교 이야기를 마치고’
한 석현 목사 / 본 한인교회 담임

지난 4월 5일 예정했던대로 9번에 걸쳐 펼쳐진“첫걸음 선교 이야기”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

이 참여했던 종전의 ‘선교 교실’ 과는 달리,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을 선교훈련에 참여케 하기위해 이번“첫 걸음 선교 이야기”

행사는 수요정기 집회 시간과 주일성경 공부 시간을 이용하여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요 집회 시간 에는 평균 200명이, 주일 성경공부 시

간에는 평균 370명이 훈련에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들 거의 전원이 선교 

전반에 걸쳐 두루두루 알게 되었다는 것이 거둔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왜 선교가 교회의 핵심 사명인지, 지난 2000년 동안 선교가 어

떻게 진행 되어 왔는지, 어떤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다른 나라에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구원의 복음’ 을 전해야 만 하는 줄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행사는 환경 오염으로  

고난 당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도 선교라는 보다 폭 넓은 시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훈련을 마치고 우리 교우

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로 살겠다는 다짐은 이번 ‘첫 걸음 선교 이야기’ 의 밑에 깔려 있는 신학의 

성숙함을 잘 드러내 주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맨 마지막 시간에 가상적이지만 땅끝 선교로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강단위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향해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40 창문에 자기가 만들어 던진 종이 비행기가 안착하는 사람은 그곳을 향해 떠나라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10/40 창을 향해 나의 비행기를 날려 보냈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저의 종이 비행기는 

정확하게 공중에서 180도를 그리며 회전하더니, 교우들의 회중석으로 날아가 앉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그것을 

보고 교우들이 하는 말,“한 목사님의 선교지는 우리야요.” 

‘언제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결심하게 한 은혜로운 행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

리며, 강사로 수고해 주신 이규준 선교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 형제 교회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의 경험이 주어지기를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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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걸음 선교이야기@본한인교회: 오는 주일(3월 8일)부터 촌 

모임 5회, 수요예배 4회에 걸쳐 첫걸음 선교이야기가 진행됩니

다.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가 선교의 사명에 재 헌신

하는 계기를 삼고자, 후속 조처까지 잘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습

니다. 위클리프 한인사무국과 전도개발위원회가 힘을 합하여 잘 

치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본(Vaughan)교회가  “첫 걸음 선교이야기” 시작하는 주에 

Wycliffe 주간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실렸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행사(?)를 끝냈다. 이규준 선교사의 잘 준비된 자료와 그

분의 열의에 감사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주가 지나갔다.

선교사들의 발길을 밟아 보는 성지순례를 그 훈련기간에 준비하

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분주하기도 했던 한 달여 기간이

었다. 바울의 선교지 성지 순례(4월16-26)도 34명이, 그것도 연

로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무사히 다녀왔다. 아마도 선교 교육을 

받고 도전이 되어 많은 성도가 동원되었던 것이라고 믿는다.  

     선교…? 주님이 교회에 주고 가신 지상명령이다. 어느 교회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이 일에 얼마나 

개개인이 헌신하고 있나?’  묻고, 재정비하고 다시 다짐하는 기간

이었다. 첫걸음선교이야기 행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가

지 있다. 우리가 함께 했던 행사였다.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한

다는 취지에서 선교지에서 흔하게 접하는 문화적 차이를 단막극

을 연출하여 시청각 교육을 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훈련이 끝

나는 날, 각자가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자신이 접은 비행기가 큰 

종이에 그려진 세계지도 안에 지정된 선교지에 떨어지면 선교사

가 되는 모의 실습이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한다. 그래서 부르심을 확인했다. 그렇게 종이비행기로 날아 간 

선교사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한 마디씩 자신의 결의들을 

알리는 재치있는 행사였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우리만의 행사

는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었다고 믿는다. 

     그날 그렇게 종이비행기가 날아가 강단에 섰던 성도 중에 이

번 여름에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가기로 지원한 분이 두 분이 생

겼다. 어제(5월 3일)는 이번 여름, 두 곳 선교지(대화와 말라위)

에 가는 선교사들의 비용을 돕는 점심(육개장) 판매가 있었다. 

아마도 첫걸음 선교이야기 훈련을 받은 영향이었다고 본다.

   “이제 오는 수요예배 시간과 다음 주일 촌 모임시간을 마지

막으로 5주에 걸친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모저모로 애쓰신 

교회의 사역자분들과 동시에 열심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을 통해 

선교의 열정이 교회 저변에 확대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

에 부응하는 귀한 선교의 교회로 새롭게 헌신되도록 기도해 주

세요!”이 내용도 저희 본 교회가 첫걸음 선교 이야기가 막바지

에 접어 들었을 때의 Wycliffe 기도 제목이었다. 기도를 들으시

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으셨다. 덩치는 커

가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도 그만큼 함께 자라가고 있는지를 묻

고 계셨던 것이다. 

     이번 첫걸음 선교이야기에 참여한 교인은 어림잡아 400 명
은 될 것이다. 도중에 기권을 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선교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욱이 선교 단체 중 Wycliffe 
성경번역 선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해 졌

다고 믿는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동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달려

가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수고하신 장호철 목사님과 전도개발원

(원장: 이병학 장로)외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더욱이 이

규준 선교사님과 기도로 동역해주신 한진숙 사모님께 크게 감

사를 드린다. 

장인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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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초 남다른 열정으로 시작된 서머나 교회의 미션 퍼

스펙티브(MP) 과정에 2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 4월 말 10
주 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서머나교회는Vision Fellowship이란 

연구 단체를 통해, 북한 지역에 가셨던 캐나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자료를 발굴 정리하고, 북방선교의 디딤돌을 놓고 있으며, 담임 

노하덕 목사님은 주변 사회와 이민 교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

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북방선교의 일환으로 온 당회원들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선교 

전반에 걸친 가장 효과적인 훈련과 준비를 하고자 MP 과정을 개

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선교 정책 

나눔과 함께, 참석자들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셨습니다. 참석

자들은 MP 과정을 통해 선교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과 다른 분

들에게 적극 권유하는 말씀들을 나눠주시고, 앞으로 선교에 대한 

재헌신을 다짐하셨습니다.  

먼저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라는 제목에 맞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선교역사를 통해 ‘선교의 당위성’ 과 ‘현
시대에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고 계시다’ 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

님의 꿈에 부응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선교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았고, 선교사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보다도 선

교지와 그곳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역향수병’ 에 걸릴 정도로 헌

신했다는 사실을 통해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언어와 문

화/전략적 접근 등이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연히 세계를 품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언어

와 문화/전략적 이해에 따라) 특정 종족/부족을 품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선교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고 하셨습니다.  

MP 과정을 통해, “선교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 방법을, 만일 선교를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

했다면 선교가 필수요 핵심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와, 보

라!”,“보물을 캐내는 시간”,“선교후보생들은 반드시 듣기를… 

특히 청년들이…”,“특정인이나 그룹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들어

야 할 내용”,“선교중심 교회라면 반드시…”들어야 할 과정이라

고 했습니다. 한 분은, “이 과정을 마치고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

다는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배우는 

마음으로 오면 될 것. 절대로 손해 볼 일 없을 것… ̂ㅡ̂ ”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의 동참을 권유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선교부에서의 헌신 의사를 밝

히셨고, 3/4가량은 현재 진행중인 지역교회에서의 선교사역에 바

른 이해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사역할 것을 다짐했고, 1/4가량은 

10년 이내에 동원이나 해외 선교 등 기타 사역에 헌신할 예정이

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캐나다 땅에서 동족 이민사회와 교회, 원주민, 이곳 캐

나다인들, 그리고 멀리 많은 종족 중에 땅끝처럼 보이는 북방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섬기려는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

만하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서머나교회
미션 퍼스펙티브@서머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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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소개

그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중국인입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온 

가족이 홍콩으로 돌아와야 했고, 대만에서 대학 유학 중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았고, 

1994년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위한 비전을 갖고 그곳에서 사역하다 2000년 오른쪽 무릎의 이

상으로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후 조금씩 절기는 하지만 

몸이 회복된 후에는 대만에서 성경 번역에 사용되는 성서 공회

의 참고 자료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2005
년 결혼 후,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주님이 주신 첫 마음을 따

라 이전 사역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대학 졸업후 직장 생활을 하다 1997
년 기술독립이민으로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

주로 영접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하다, 2001년 

컴퓨터 기술 지원 사역으로 위클리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2002
년 말에 아시아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고 지역 컨퍼런스에

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비전을 좇아 이슬

람 국가로 향했지요…

He is a Vietnamese born Chinese. The Vietnam War forced his 
family to return to Hong Kong, and while studying abroad at a 
university in Taiwan, he accepted Jesus Christ as his Savior. He was 
working as a dentist when he was called to missions and became a 
Wycliffe missionary in 1994. He served in a Muslim country until 
a problem with his right knee brought him back to Taiwan in 2000. 
After recovering from surgery, he continued to limp a little bit but 
was able to continue serving in Taiwan through translating Bible 
Society’s reference materials into Chinese to be used in the ministry 
of Bible translation. He got married in 2005, and as the translation 
project in Taiwan came to a completion, he decided to return to his 
previous location following the initial vision that God bestowed 
upon him.

She was born in Korea. After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Korea 
and working at a company, she moved to Canada through skilled-
independent immigration in 1997. She accepted Jesus Christ as her 
Savior while working as a computer programmer in Canada and 
joined Wycliffe as a computer technical support missionary in 2001. 
She started her first term in Asia at the end of 2002, met her husband 
at a local conference, and got married. Following her husband’s 
vision, she headed to a Muslim country…

그 남자 이야기

그녀 이야기 Her Story

His Story

남편과 저는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2007년 여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름 햇살은 살을 구워버리는 것 같고 예

상치 못한 겨울 추위는 몸을 움츠러 들게합니다. 거리마다 모스

크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해뜨기 전 새벽부터 울려나오는 첫 

번째 방송을 시작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하라는 외침이 모

스크에서 울려나옵니다. 많은 여인들은 이슬람교도임을 나타내

기 위해 머리를 천으로 감싸 가리고 다닙니다. 일년에 한 달 동

안 라마단을 지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도 마시지 않아야 

하죠. 마호메트의 생일은 큰 명절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

신은 이슬람교도라도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서체

로 코란을 쓴 장식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육점에서‘돼지

고기’는 팔지 않습니다. 주식은 빵과 이태리 국수류의 밀가루 

제품입니다. 공산품들은 비싸고 양고기나 생선은 소고기보다 비

싼데, 뜻밖에 야채와 과일은 철을 따라 풍성합니다. 커피와 차는 

아주 진하고 달게 마시며 단 것들을 무척 즐겨 먹습니다. 거리의 

흔한 카페에는 남자들만 가득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담배를 피울 

수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기억

력이 아주 좋습니다.

사는 곳 이야기 

My husband and I came to this country in the summer of 2007 with 
an almost-6-months-old son. The summer sun here scorches the 
flesh, and the winter is unpredictably bitter cold. There are mosques 
standing tall on every street. Starting with the first broadcast in the 
morning even before the sunrise, the calls to pray are heard from the 
mosque many times throughout the day. Many women cover their 
head with cloths to show that they are Muslim. They keep Ramadan 
for one month each year. During this time, they cannot even drink 
water while the sun is still up. Muhammad’s birthday is a big 
holiday. Almost everyone says that they are Muslim. Anywhere you 
go, you can easily find many artefacts with beautiful calligraphies 
of the Koran. The meat shop does not sell pork. The staple foods 
here are bread and common Italian pasta products.  Industrial 
products are expensive, and lamb and fish are more expensive than 
beef; however, fresh produce and fruit are surprisingly in abundant 
supply every season. Their coffee and tea are very strong and sweet, 
and people generally love eating sweets. Cafés are commonly 
seen on every street and are filled with only men. And smoking is 
allowed everywhere. By and large, people love children, guard their 
reputations, and have a very good memory.

Home Story

H 선교사 / 아프리카 성경번역



저는 첫 일년간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 표준 아랍어

를 공부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문서는 표준 아랍어로만 쓰여지

고 출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어를 방언으로 여기

고 무시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표준 아랍어가 아닌 자신들

의 모어 방언을 사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아랍어는 일

상생활에서도 잘 사용하지도 않고, 읽기조차 어려워합니다. 게다

가 다른 외국어를 많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마에 주부

이기도 한 터라 매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저의 언어는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두 학기 전부터 이곳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였

는데 조금씩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야 이곳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언어 공부와 함께 성경 번역 프로젝트 하나에 총책임

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미 표준 아랍어로 번역된 것

들이 있고 이 땅의 보석같은 소수의 교회들이 그 성경을 쓰고 있

지만 일반 신도들은 어려워 잘 읽지 못합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에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을 반복 아직 신약성경 번역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 희가 온 후로, 기존의 현지 번역팀의 문제가 발견됨에 따

라, 다른 선교 단체들과 현지 교회 리더들로 구성된 번역 위원회 

위원들과의 의견 차이가 생겨, 현재 남편과 함께 일하는 번역팀

은 일단 번역을 중단하였고 작년말로 계획했던 번역 완료된 책들

에 대한  출판도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권이 세 개인 저희 아들은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던 때에 

와서 의자를 밀고 다니며 제 손 닿는 높이에 있는 것들은 다 

만지고 다니는 두 살 배기가 되었습니다. 덩치는 표준을 휠씬 

넘는데 말은 다른 아이들보다 느립니다. 아마도 엄마의 한국어와 

아빠의 중국어와 동료들과 사용하는 영어, 주위에서 듣게 되는 

이곳 언어와 또 다른 언어가 섞인 까닭이겠지요. 많은 언어를 

함께 배우는 축복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의사 표현이 안 될 땐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아들을 기르며 저희는 저희의 한계와 능력의 부족을 

실감합니다. 이곳의 삶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언어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예측할 수 없는 번역 사역의 진행을 보며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내가 환난 중에 다닐찌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찌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시 138 :7-8) 우리 아이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기도하다, 

My son, who owns three different passports, couldn’t even sit up 
by himself when we first came here. But he is now a vibrant two 
year old, pushing chairs around and touching everything within his 
reach.  He is physically much bigger than his peers, but his speech 
is slower than the other kids. Perhaps it is because the language 
he hears is composed of Korean that his mother speaks, Chinese 
that his father speaks, English we speak with our colleagues, and 
the local language he hears the local people speak. Learning many 
different languages at the same time is a blessing but also stressful. 
He sometimes screams when he can’t properly communicate his 
desire.
    We are reminded everyday of our limitations and inabilities as we 
rear our son. We get discouraged sometimes when we look at our 
incompetence in the language, the things we cannot control, and the 
unpredictable progress of the translation project.

일 이야기

아들 이야기

Son’s  Story

Work Story
I studied Modern Standard Arabic (MSA) at a school where I 
could receive a one-year student visa. Here, every document must 
be written and published in MSA. People show split preference in 
language in that they consider their own mother tongue as a dialect 
and overlook it, but at the same time, use their mother tongue and not 
MSA in their everyday life. They have a hard time reading MSA and 
commonly do not use MSA in everyday life. Furthermore, they mix 
in a lot of foreign words into their language.  
      As a mother and housewife, my language proficiency did not 
improve very fast in an environment where I did not use it often. 
I started learning the language two semesters ago, and I can now 
communicate a little in the language and finally feel like I actually 
live here.
     My husband is working as the director of a Bible translation project 
while studying the language. There are already Bibles in MSA, and 
the few precious Christian churches here are using them. But most 
people have difficulty reading the Bible in MSA. For these reasons, 
the Bible translation project was started about 10 years ago but came 
to a halt many times for various reasons and the New Testament is 
still not fully translated yet.
     Since we came here, the translation committee, which is 
comprised of some members of other missions organizations 
and local church leaders, has had a difference in opinion as some 
problems with the previous local translation team were discovered, 
and the current translation team that my husband is a part of had to 
stop the translation project temporarily. The original plan to publish 
the already translated books by the end of last year has come to a halt 
as well due to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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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태/양희숙 선교사 (인사행정, 동원)

봄에 있었던 인사부 수련회를 통하여 큰 격려와 은혜 받은 것 
감사
기도하던 어느 교회로부터 협력선교 후원 받게 된 것 감사
진행중인 헌신자들의 허입수속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도록
동역자의 공석으로 갑자기 늘어난 인사부 사역 지혜롭게 잘 감
당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딸(한나)의 결혼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규준/한진숙(광표,준표) (동원)

지난 봄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선교와 성경번역비전 나누
게 하심에 감사! 
계속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
토론토한인장로교회에서 The Bible: Back to the Future 라는 
특강으로 섬길 때 잘 준비되고 나눠지도록 
파푸아뉴기니 본부에서 온 가족이 훈련과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을 마음껏 체험하고 돌아오도록 

김영수/김미자 (어진,하은,조엘)  

(아시아 성경번역/ 선교사 재훈련프로그램 연구개발)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훈련과 네트워킹으로 선교사 훈련사역을 위한 많
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감사!
트리니티 국제대학교에서 상담학 석사과정과 교육학 박사과정 입학허
가를 주신 것 감사!
상담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과정을 위한 장학금이 마련되도록
잦은 이동으로 인해 아파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
도록

L 선교사 (아시아/성경번역, 지역 부디렉터)

첫 번째 텀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Home leave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알버트/마르다 (이삭)  (아프리카/성경번역, 컴퓨터)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곳의 책 번역이 지속적으로 성실한 일꾼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 언어의 진보를 위해

박요섭/조선향 (동원, 해외사역 준비)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식 위클리프 멤버가 되게 하심에 주님
께 감사!
앞으로 담당할 사역의 비전에 동의하고 함께할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건강을 주시도록 (운동과 필요한 치료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정 중인 해외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비씨주 한인동원/훈련 사역을 담당할 후임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강창석/사라 (한인사무국 디렉터)

언어 훈련 중인 장하니와 함께 성경번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더 보내주
셔서 비전 2025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클리프 및 협력 행사를 통해 선교관심을 보여주신 후보자들이 필요한 
때에 맞추어 헌신할 수 있도록
발간한 지 일년을 맞게 된 소식지가 호를 거듭하면서 사랑 받게 하심을 감
사 드리며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동역자들에게 위로와 더 큰 능 있도록
한인동원에 애쓰시며 열심히 사역하시는 동원가 들에게 늘 건강과 용기 
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인재들을 잘 섬김으로 필요한 동원이 일
어나도록

홍현민/귀주 (지수,은수) (국제본부/ ADI 부디렉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두르거나 긴장하지 
않으며 진행하도록
계속되는 교회 방문 사역, 선교 컨퍼런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교회 파트너쉽 사역의 모델이 잘 만들어 지도록
지수, 은수가 학년을 잘 마무리 짓기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유민주/경자 (예진, 건우) [발런티어/동원]

앨버타지역(캘거리, 에드몬톤, 레드디어)에 새롭게 시작한 
한인동원담당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진, 건우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기도, 재정후원자들과 많은 동원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파푸아뉴기니 단기 비전여행 (Vision Trip to PNG)
7.8~9.1까지 파푸아뉴기니에서 다양한 사역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비전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규준/한진숙 선교사가 약 2개월 동안 거주하며 여러분의 비전여행을 도울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
이면 누구든지 10~14일 일정으로 앞의 기간 중 언제든지 다녀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
은 한인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미션퍼스펙티브(Perspectives)
9월부터 나이아가라한인장로교회와 캘거리한인장로교회에서 미션퍼스펙티브과정이 열립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개최 교회의 협조 아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잘스비전여행(JAARS Vision Trip) 
오는 10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업 경력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선
교에 동참할 수 있는 현장을 보고, 간단한 선교 기초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