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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프론티어창립20주년

월드미션 프론티어 20년 사역
제1기(1994-2000)사역: 구제사역
기사내용 6페이지
제2기(2001-2006)사역: 아프리카 복음화 사역
제3기(2007-2012)사역: 12개 선교센터 건축 및 유학 사업
2013-2014년 사역: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제작
제4기(2015-2020): “비전 2020”

1994년 르완다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창
립 20주년을 맞는다.
94년 4월 르완다에서 일어난 종
족간의 학살 전쟁은 1백만 이상
이 학살 당하고 250만 이상의 난
민이 발생한 인류 최악의 비극적
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크리스찬 라이프 발행인
김평육선교사는 단신으로 르완다
전쟁터에 뛰어들어 현장을 취재
하고 북가주지역 한인교회 성도
들에게 르완다의 참상을 알렸다.
“당시 북가주 교계에서는 대부
분의 교회가 르완다선교에 동참
하였습니다. 선교에 대하여 깨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르완다
난민들을 돕는 일에 사랑을 손길
을 펼쳤습니다.”라는 김평육 선
교사는 “믿지 않은 분들도 좋은

일을 한다며 선교비를 전해 오기
도 했다”고 말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선교사역
은 르완다 전쟁터와 탄자니아의
난민촌에서 점차 확대되어 우간
다, 콩고, 부룬디로 확장되어 갔
다.
“제가 확장하려고 해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최선
을 다해 돕다보니 5개국으로 사
역이 확대됐다”고 배경을 말한
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20년
동안 각 6년간의 3기에 걸친 사
역을 감당해 왔다.
제 1기(1994-2000)사역은 전쟁
고아와 난민, 전쟁 미망인들을 돕
는 구제사역에 촛점을 두었다.

한인성도들이 사랑으로 전달한
기금은 대부분 구제활동에 투자
됐다. 같은 기간에 르완다에서는
27개의 유치원이 설립되고, 탄자
니아 난민촌에서는 난민촌 신학
교가 설립되어 청년들에게 성경
을 가르치며 사역자 양성에 힘을
썼다.
결과적으로 현재 월드미션 프론
티어의 현지사역을 감당하는 사
역자들이 대부분이 난민촌 신학
교 출신이다.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르완다에
서 김평육선교사는 복음만이 사
람을 변화시키고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아프리카 복
음화대회를 시작하였다.
제2기(2001-2006)사역은 대규
모 단기선교단을 동원하여 대규

모 복음화대회를 개최하는 것. 그
동안1,300명의 단기선교단원을
동원하여 1백만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인 선교대회를 개최
한바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선교의 장기화를 위해 선교센터
건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2007년“비전 2012”를 선언
하고 아프리카 5개국 12개 지역
의 선교센터 건축, 미래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국 유학 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2013년에는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 제작에 중점을 두
고 2014년 말 병원선을 완공하고
2015년 1월 말 첫 의료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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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 년 을

맞 아

“비전 2020”를 선포하며

김평육 선교사/ 월드미션프론티어 대표
여섯 살 딸과 네 살짜리 아들을 아
내의 품에 맡기고 아프리카 르완다의
전쟁터로 길 떠난지 20년의 세월이 흘
렀습니다.
1994년 CNN과 타임지 등 국제적
인 언론들이 연일 르완다 전쟁의 참상
을 보도하는데, 그곳에 가야 한다는 뜨
거운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이었습니
다. 그리고 지난 20년의 세월, 저는 하
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
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
안 일곱 권의 간증, 설교가 책으로 출
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
신 사역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정신이 앞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
를 이끌어갈 후배들이 가져 할 선교정
신이라고 생각하여 부족한 생각이지만
책으로 펴냈습니다.
하늘생각 (2013년 쿰란출판사)이라
는 책의 핵심은 4대 선교정신입니다.
“성령의 통치”
“전적인 의탁”
“온전한 헌신”
“전인적 사랑”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선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서 사람이 먼저 앞서갈때가 너무나 많
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성령
께서 하게하신 일은 결과과 아름다웠
습니다. 반면에 제가 사람과의 관계나
주변 환경에 의해 억지로 한 일들은 실
패하거나 열매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세상에 말하는 것
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게다 원해서 선교사가 된게 아
닙디다. 그 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
탁하였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나를 부르
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였기에 사람
의 조직없이 20년을 사역하였습니다. 현
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하나니께 완
전히 의탁하였기에 믿고 동역하고 있습
니다.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하신 목사님
들마다 말씀하십니다. 한 교단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해 냈다고 합니다.
“온전한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동안 저와 선교회를 오해하는 사람
들이 무책임한 말이 저희들을 아프게 했
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으로 말
합니다. 사람들이 무어라고 하든 저와 내
가정은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 온전히 헌
신하였습니다.
헌신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에 세워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모든 것은 헌신의 열매입니
다. 저와 함께 헌신으로 동역해 준 이름
없는 동역자들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배신과 매은망덕에
허망하여 눈물 흘릴때 주님이 다가와 내
문물을 닦아 주시며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프
리카의 선교사로써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
으로 두신“비전 2020”을 한국교회 앞
에 내 놓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해야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추진할
아프리카 선교사역입니다. 2020년이면
내 나이 65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기간에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1. 매년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의 개최

강

물

처

럼

흘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시인. 염천석

강물 되어 강물 되어 흐르는 강물되어
흘러간 세월 어언 수무 해
차라리 두 볼을 적시는 두 줄기 눈물로
그렇게 흘러간 세월
방대한 빅토리아 호수에 띄운
사랑의 철갑선
배앓이 어린이 앞을 더듬는 노인
허기져 굶주린 사람들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잉어였을까
찢어진 지느러미 부서진 등뼈
위로 위로 물살을 거슬러
쉼 없이 솟아 올랐네
밤하늘 거친 칼바람
한 점 검은 진주알
빛으로 타는 그대 참 고와라
앞 못보는 사람의 길잡이로 든든했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밤 하늘의 별똥별로 곱게 빛나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황금열쇠의 숨은 비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었네
하루에도 열두 번 변하는
저 검은 대륙의 거대한 빅토리아 호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의 병원선

2. UWMF 대학교 설립 및 건축(12곳)
3. 빅토리아호수 병원선의 정상화
(2호선, 응급선, 전용부두, 병원)
4. 사랑의 가축 나누기
5. 1천 성전짓기 운동입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복음화는 아주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기도로
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러

선교의 흰 깃발 날리며 날리며
앞으로 스무 해
다시 또 한 백 년을
주와 함께 나 가리라…

시인약력
*현대문학 추천완료
*미주 국제 PEN클럽 제1회 문학상 수상
*한미문학 진흥재단 제1회 문학상 수상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
*미주 시인협회 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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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 김평육 선교사 르완다 전쟁현장 취재 및 고아시설 마련.
1995년
- 르완다 고아원(50명) 및 유치원(140명) 설립
- 르완다 고아원 건축 및 유치원 추가 설립(100명)
- 탄자니아 난민 신학교 개교(150명) / 난민촌 유치원(5천 명), 우간다 유
치원설립(150명)
1996년
- 난민촌 신학교 건축
- 난민촌 합동 세례.침례식
- 르완다 레메라 유치원 추
가 설립(200명)
- 난민촌 선교대회
- 우간다 대학부지 20에이
커 마련
1997년
- 르완다 24개 유치원 추가
개원(3,500명)
- 르완다 귀환 난민 정착
지원
- 우간다 성전1동 및 교실 4동 건축
- 부룬디 난민촌 지도자 세미나(200명)
1998년
- 무타라 초등학교 건축 (2000년 르완다 정부에 기증하여, 현재 고등학교
로 운영되고 있음)
- 르완다, 우간다의 사역계속
1999년
- 남가주 지원센터 (13419 Pumice St. Norwalk CA. 90650) 설립
2000년
- 르완다 목회자 세미나/ 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 중보기도회 조직
- 르완다 가히니 컨벤션(르완다 가히니 성공회 사역 협력)
-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계획 발표.
2001년
-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현지 준비 위원회 조직.
-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개최 (2001년 7월)
78명 단기선교단원 참석 / 연 인원 20만 명 집회개최
- 우간다 강의실 4동 추가 건축
2002년
- "2002 르완다 전국 어
린이 선교대회" 및
"중앙 아프리카(르완
다,우간다,부룬 디, 콩
고)복음화 대성회" 개
최 (98명 선교단 참가
/르완다 어린이 10만
명 / 성인 연 인원30만
명)
- 어린이 선물용품 40피트 컨테이너 3개 수송
- 르완다어 찬양테입 무료보급 (오페라 캘리포니아)
- 엄명주 선교사(의료인), 아포로네리목사(르완다인) 탄자니아 파송 (빅토
리아 의료선교 준비)
- 르완다 키갈리 신학교(강의실3동) 및 성전 헌당
2003년
- 김옥주 선교사, 박순주 선교사 르완다 파송
- 르완다 피그미마을 의류 1컨테이너 수송

선 교 약 사 (1994-2007년 )
(

- 한국 지원센터 설립(서울 마포구 동교동 155-27 홍익인간 오피스텔
313)
- 아프리카 (우간다, 르완다, 콩고) 여성 치유대회
(45명 선교단/ 2천명의 현지 여성 사역자 훈련)
- 우간다 문디부조 난민촌 및 콩고 부카부 어린이 선교대회 (4만 5천 명
참가)
- 사랑의 염소 나누
기 (2천 마리) / 마
이크로 뱅크 기금
전달
- 여성회 자립 공장
옷감 1컨테이너
전달
- 우간다(카세세. 분
디부조)난민에게
의류 1컨테이너 우
간다 국회를 통해 전달
- 한국 기독교 TV선교 다큐 4부작 "아프리카에 심는 예수의 사랑"방영
- 르완다 신학교 선교사 후보생 20명 입학.
-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협력 선교단 조직
2004년
- 우간다 교실 8동, 소강당 2동 추가 건축
- 스와힐리어 찬양 테입 제작 무료보급(오페라캘리포니아)
- "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아프리카 4개국 32개 도시에서 동시 개
최 (선교단원 300명)
2005년
- 이미경 선교사 우간다 파송
- 우간다 강의실 6동 신축, 중.고등학교 설립
- 탄자니아 무완자 거리소년의 집 개원(49명)
- 아프리카 청년 한국 유학사역(3명 한동 대학교 입학)
- 아프리카 청년 기술연수 실시(2명 인쇄기술 연수/쿰란출판사)
2006년
- 한국-아프리카 문화교류대회 (112명 단원참가/ 10만 명 집회)
- 한국-아프리카 친선협회 설립(김영진장로, 전용태장로 공동대표)
- 아프리카 교계지도자 한국초청 (100명 초청 행사)
(세미나, 산업시찰, 가나안농군학교 방문 등)
- 월드미션 프론티어 “비전 2012”발표
(1) 12개 종합선교센터 건축 (2) 아프리카 청년 100명 한국유학
(3)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확산 (4) 자립을 위한 자립농장 설립
- 르완다 양재학교 및 공장 건축
- 르완다 도서관 건축 및 기독교 서적 1컨테이너 수송
- 미래지도자 양성위한 선교전략캠프 설립(탄자니아 부코바)
2007년
- 아프리카 청소년 선교대회 개최(110명 단원 참가)
- 탄자니아 부코바 전략캠프 / 영성 훈련원 성전건축
- 르완다 키붕고 양재학교 건축
-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초청 (120명 초청) (아프리카 6개국 여성지도자
67명 워가 코리아 세계 여성지도자 대회 참석)
- “비전 2012” 종합
선교센터 건축부지
확보 콩고
부카부(12에이커)
르완다 찬구구(10에
이커), 르완다 키붕
고(2에이커)
- 선교전략캠프 계속
모집 훈련 -우간다
도서관 영문도서
1컨테이너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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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부코바 크리
닉 센터 건축/ 르완다
찬구구 선교센터 성전
건축
- 아프리카 청년 16명
한국 추가 유학 정부지도자 40명 한국
방문(부산 수변도시대
회 참가 등)
- 아프리카의 5개 전통
예술팀 부산 사회체육
대회 참가(60명)
- 아프리카 여성지도자 한국 초청 (70명)
- “비전 2012”위한 종합선교센터 건축부지 마련
콩고 우비라(20핵타), 콩고 베니지역(부지 1800 핵타르),
콩고 무웽가(학교부지 400핵타르)
- 아프리카 개발사업을 돕기 위한 KAID 설립
* 자매결연사업 (충청남도 아산-탄자니아 무완자)
* 기독교 실업인 아프리카 방문단 아프리카 순회
- 농업연수 (아산 농업 기술원7명)/ 선교전략캠프 계속 모집
- 2009 한국-아프리카 여성대회 개최 발표(이형자 권사 대회장 위촉)
2009년
- 르완다 찬구구 종합선교
센터 성전 입당식
- 농업연수 5명 한국 입
국(아산시 농업연구소)
- “비전 2012” 종합선
교센터 건축 부지 확보 탄자
니아 무완자(생게레마
200에이커)
- 2009 한국-아프리카
여성대회 개최 (선교단
원 160명참가)
(1) 우간다 캄팔라 여성
대회(6박 7일 간) - 2천명 참가
(2) 아프리카 5개국 14개 도시 선교대회 개최
- 한국 보육원 연수(10명 한국입국
- 한국 유학생 (4명 한국 입국)
-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방문(42명) 인천도시축전 아프리카 11개도시 참가
유
치
- 새마을운동 우간다 시범마을(2) 설립 및 관계자 한국 방문
- 콩고 난민위한 의복 및 구호품 1컨테이너 수송
2010년
- 단기선교단 활동
- Uganda Theological Seminary (학장 목영수목사)개교
- 한국 유학생 17명 한국어과정 입학 (보육연수생 3명 대학교 입학)
- 콩고 베니 지역 밀림에 피그미 선교센터 건축
- 콩고 고마 지역의 난민들을 위한 사랑의 물품 보내기, 의류 1컨테니어 수
송 및 난민촌 물품지원
2011년
-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 개최(90명 참가)
(VOEM, CCC찬양비전, 샛별전통예술단과 교회 단체 참가)
- 찬구구 선교센터 내부 공사까지 완료하고 세미나 개최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제작경비 확보 및 설계도 주문

선 교 약 사 (2008-2014년 )
- 탄자니아 부코바 선교센터내부 공사완료 (선교훈련생 입주)
- 카빌라 대통령이 직접 우비라 부지에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건축을 지시
(우비라 선교센터 건축 계획 발표)
-특별사역 (일본쓰나미 구호기금모금 3만달러, 북가주 교협 회장 현장사역)
2012년 아프리카 방문의 해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설계도 탄자니아 정부승인(2012년 1월), 철편주문
- 3개의 컨테이너 탄자니아 도착(3월)하여 통관 절차(7개월)거쳐 10월 공사
착공
-선박에 필요한 설비장비(엔진 등) 주문 12월 선적함(네델란드)
- 콩고 우비라 선교센터 건축 시작. (*1월 착공 후 8월에 현지 사역자 카툼
비 목사의 사망으로 공사 중단상태)
- 고명규 선교사(성형외과의사. 전주중앙교회) 파송
- 콩고 우비라 선교센터 건축발표 후 건축시작
2013년
-사랑의 가축나누기 운동시작(시범마을 선정하여 농축산단지조성)
-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설립준비 (KBBA과정 6개학교 개교
캄팔라, 부코바, 키갈리, 찬구구, 카욘자, 우비라)
- 우간다 선교센터 대학건물로 전환(기숙사.주방,화장실 등 리모델링)
- 르완다 찬구구 강의실 동 건축완공
- 보엠 예술학교 개교준비 및 보엠팀 훈련
- 학교 비품 위한 컨테이너 수송
- 빅토리아 병원선 시설
장비 탄자니아 도착
(1월) 통관절차(7개월)후
설치공사 시작(8월)
- 신현재, 김지숙(선교
훈련생) 및 박숙경선
교사 파송
- 영남대학교 대학원
5명 입학
2014년
- KBBA과정 확장 (우
간다 루웨로,, 탄자니아
새링게티, 무완자, 콩고 카통고)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명명식(중앙 살림호) 거행(2014년 8월 2일)
- 보건사회부 장관 4개 주 주지사등 400명 참석(한국인 참석자 90명)
- 탄자니아 호수주변 의료사역 시작(KPM단원 19명, 미래재단 32명)
- CBS TV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특집(창사 60주년) 미션 2014 인터뷰 및
4부작 방송
-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3부작 방송(CBS TV)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응급선 구입 및 수송 (CBS TV모금 방송을 통해)
- 영남대학교 대학원 4명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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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하면 넉넉히 이룰 수 있어
1994년 르완다의 전쟁현장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제 4기의 사역기를 맞아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선교계획을 발표한다.
제1기(1994-2000)은 르완다와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전쟁고아, 전쟁 미망인과 난민들을 돕는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
제2기(2001-2006)사역은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화 대회에 집중했다. 그동안 1,300명의 단기선교단이 동원되어 150만 명이 모인 집
회를 개최한바 있다. 할렐루야축구단, 샛별전통예술단, CCC찬양비전, 보엠 뮤지컬 등 단체팀과 개인 선교단이 참여했다.
제3기(2007-2012)사역은 “비전 2012”를 선포하고 아프리카 5개국 12개지역 선교센터 건축, 아프리카 학생 한국 유학 등의 사역을 추진하여 50명
이상의 유학생을 한국에 보내고, 450명의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 10개의 선교센터 건축이 진행됐다.
2013년-2014년에는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 제작에 집중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제 4기(2015-2020)사역으로 추진할 “비전 2020”을 발표한다.

비전 하나-복음화 대회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
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심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의 동역이 필요하다.
매년 7월 한 달간 열리는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는 한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단기선교단이 참가하
여 아프리카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다.
1. 2015 탄자니아 복음화대회
2. 2016 우간다 복음화 대회
3. 2017 르완다. 부룬디. 콩고(동부) 복음화 대회
4. 2018 캐냐 복음화 대회
5. 2019 콩고(킨샤사) 복음화 대회
6. 2020 아프리카 6개국 복음화 대회

부카부선교센터: KBBA, 기술학교
고마선교센터: KBBA, 기술학교
탄자니아:
무완자센터: KBBA과정
새링게티센터: KBBA과정
부코바 켐퍼스: KBBA과정, 고등학교,
선교사 훈련원
부룬디:
무줌부라 센터: KBBA과정
아프리카 5개국 12개 선교센터 건축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부두 및 병원시설
별도, 새링게티 센터 제외)

비전 셋-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비전 둘-대학교 설립과 건축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아프리카의 신학발전과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
적으로 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KBBA과정의 기존 목회자들의 평생교육
을 통해 아프리카의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방법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12개 센터에 설립되는
KBBA과정을 모태로 각국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
이다.
UWMF는 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속 고
등학교, 기술학교로 구성된다.
르완다:
키갈리 캠퍼스: 대학원, KBBA, 고등학교)
찬구구 캠퍼스: 학부과정, KBBA, 기술학교
카욘자 센터: KBBA, 기술학교, 유치원
우간다:
상기 캠퍼스: 대학원, 대학교, KBBA과정,
고아원, 기술학교
루웨로 센터: KBBA과정
콩고:
우비라 센터: KBBA과정
카통고 캠퍼스 : 기술대학교, KBBA과정

병원선 제작;
제1호선 (중앙 살림호) 2014년 말 제작완료
2015년 1월 의료사역 시작
제2호선(Mercy Ship); 2015년 1월 제작주문,
2016년발 완공, 2017년 사역시작
제3호선(WooRi): 2017년 제작 주문,
2019년 사역시작
응급선 확보CBS TV모금방송으로 마련된 1호선을 시작으
로 계속하여 응급선 확보
응급차량각 부두의 병원사역을 위한 응급차량 확보
정박장 및 입원실 건축중앙살림호는 진료실과 수술실로 구성. 수술환
자들의 회복을 위해 각 정박장에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 건축.

비전 다섯> 사랑의 가축나누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20년 동안 “러빙헨
즈”사역으로 많은 구호 물품을 아프리카에 수송
했다.
이제는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농촌

1천교회

짓기운동

성전건축

조감도

살리기 운동으로 진행한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
로 젖소와 돼지 등 가축을 지원해서 잘 사는 농촌
만들기 운동이다. 자원봉사단을 통한 농.축산업 훈
련을 통해 농촌살리기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
행할 예정이다.
매년 6.25주일을 사랑의 가축 보내기 주일로 정
하여 아프리카에 젖소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줄 것
으로 호소하고 있다.
6.25 주일에 모금된 사랑의 가축헌금은 AOSUS
7월에 떠나는 선교단이 직접 현지인들에게 전달한
다. 특히 매년 대규모 단기선교단에 참여하는 단원
들이 별도로 모금활동을 통해 사랑의 가축 운동에
참가한다.

비전 여섯- 1천개 예배당 짓기 운동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르완다, 부룬디, 콩고, 우
간다, 탄자니아, 캐냐 6개국에 설립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센터를 연결하는 지역에 예배당 짓
기 운동ㅇ,ㄹ 시작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KBBA를 통해 현지 사역자를 훈련하고 있다.
, UWMF 졸업생 또는 KBBA과정을 수료한 목회자
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당 건축사업을
지원하는 운동이다. 예배당 건축 기금은 1만달러5만 달러 정도로 교회나 한 가정이 한 교회짓기 운
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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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의 목적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매년 여름 대규모 단기 선
교단을 모집하여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
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
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
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진행
하는 “전국 복음화 대성회”는 기도운동, 전도운
동, 양육운동, 부흥운동, 평화운동입니다.
1) 기도운동
민족과 국가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그 땅을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앞으로 매년 1개 국가를
지정하여 각 국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
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단기선교단은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
기 위해 파송한 교회에 중보기도의 운동을 통해 새
로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
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
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2) 전도운동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복음화 대회 기
간에 현지 교회와 단기 선교단이 연합하여 집중적
으로 전도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단기 선교단은 팀
별로 아프리카의 지정된 마을을 집중적으로 전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도록 전도활동에 집
중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
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
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
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
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3-15>
3) 양육운동
대규모 단기 선교단이 매년 1개 국가를 대상으
로 현지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훈련 운동입니다.
목회자세미나, 여성세미나, 정치 지도자 세미나,
주일 학교 교사 세미나, 청소년 세미나 등 각종 세
미나를 통해 선교 현지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
련하는 사역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
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
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5-117>
4) 부흥운동
하나님은 온 땅에 모든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복음화 대회
는 온 땅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 모든 족속이 하나
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입니다. 대규모 단기선
교단의 활동은 복음화 대회가 개최되는 국가에 영
적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시작
되는 기점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
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2>
5) 평화.사랑운동
하복음화 대회는 평화 정착운동입니다. 식민지
와 내전으로 상처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프리
카 땅에 복음만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인 성도들이 베푸는 사랑의 손길로 아프리카
의 상처가 치유되고특히 사랑의 가축 나누기등 사
랑의 손길로 아프리카의 마을들이 평화롭게 잘 사
는 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
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
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
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
위기 26:3-6>

프리카 복음화 대회의 기대
아프리카 대륙은 급격히 이슬람화 되고 있다.
아프리카 전 대륙을 이슬람벨트로 선언한 이슬람
권에서는 막대한 오일 머니를 투자하여 이슬람화
운동을 전개 중이다.
아프리카에서 점점 정치력이 급상승한 이슬람
권의 포교활동은 매우 전투적이다. 그 동안 기독
교 국가로 인식되어 왔던 국가들을 주요 개종대상
으로 삼고 사하라 남쪽 지역의 기독교 국가들(캐냐,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콩고, 르완다, 부룬
디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아프리카 은행에서 융자를 얻으려면 매우 까다
로운 절차를 걸쳐야 할 뿐 아니라 연 이자가
19%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모슬렘으로 개종할
경우 이슬람 은행에서는 무이자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실정.
이슬람 권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함으로 우수한 학
생들이 갈 수 있는 국립 대학은 모슬렘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은 우수한 대학교 교수들을 국비
로 지원하여 아프리카 대학에 파견하고 있어 아프
리카의 대학 캠퍼스의 이슬람화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슬람권에서는 아프리카의 국회를 장악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회를 장악하면 국회가 사리
아 법을 국법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
아 법의 시행이 채택될 경우 그 국가는 이슬람국가
가 되는 것이다.
이슬람권에서는 이집트에서부터 남아공까지
5마일마다 이슬람 사원 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사원마다 세워지는 이슬람학교는 무상교육일뿐
아니라 부모들에게까지 의료보험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이슬람학교로
보내고 자연스럽게 개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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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매년 대규모 선교단 동원 대규모 복음화 대회

그동안 1,300명 단기선교단, 1백만 이상이 모이는 대중집회 개최
2001년부터 대규모 단기선교단원이 참가하는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개최해 왔다. 그동안
1300명 이상의 단기 선교단원이 펼치는 선교활동
에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1백만 이상이 대회에 참가
했다.
1.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2001년 7월9일- 7월29일)
종족간의 갈등이 심화된 르완다 국가의 영적 분
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였다.
전쟁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연인원
20만명이 참가하는 성공적인 집회였다.
주제: 그리스도의 나라. 르완다
(1) 2001년 7월9일-7월19일 : 르완다 전국 연
합 구국기도회
(2) 2001년 7월19일-7월22일: 르완다 11개
프리팩쳐(도) 집회 (교역자 세미나 및 전도집회)
Gitarama, Byumba, Butare, Gikongoro,
Kybuye, Cyangugu, Umutara, Gisenyi,
Ruhengeri, Kibungo)
(3) 2001년 7월 23일(월)- 7월 26일(목): 르완다
교계 지도자 세미나 (7개 교회 2천 명 초청)
(4) 2001년 7월 28일-7월 29일: 전도집회 (아마
호로 스타디움)
2.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및 중앙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2002년 7월10일- 8월5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이 4강에 까지 오르던
2002년. 할렐루야 축구단을 아프리카에 초청하여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에서 중앙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였다. 르완다 전국에서는 2천
명의 원주민 교사들을 훈련하여 르완다 전국
100개 장소에서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를
개최.
주제: 하나님의 기쁨 (The Joy of God)
1) 2002년 7월10일- 8월5일: 할렐루야 축구단
경기 및 전도집회
2) 2002년 7월11일- 7월14일: 우간다 어린이
성경학교(4개지역), 여성세미나 (우간다 캄팔라)
3) 2002년 7월17일-7월20일: 르완다 전국
12개도에서 교사훈련 (각지에서 200명 총 2,400명)
키갈리 여성세미나(2003년 여성치유사역대회 준
비)
4) 2002년 7월22일-7월25일(4일간):르완다 전
국 어린이 선교대회(100개장소), 교도소 전도대회
5) 2002년 7월29일- 8월4일 : 중앙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콩고 부카부 전도대회 (목회자, 여성
지도자 등 부룬디 무줌부라 세미나 개최 (목회자
및 여성세미나)

- 르완다에서 난민촌 선교대회 개최
- 탄자니아 응가라 난민촌 대회
3. 2003 아프리카 여성 치유사역 대회
(2003년 6월30일- 2003년 8월4일)
2003년 여름, 내전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프리
카의 여성들을 위한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
주 제: 풍성한 삶 (Abundant Life)
1) 2003년 6월30일-7월4일: 우간다 카세세 및
문디부조 사역
2) 2003년 7월7일-7월13일:르완다 여성치유사
역대회, 콩고 부카부 원주민 교사훈련(교사 300명
훈련)
3) 콩고 부카부 선교대회: 콩고 전쟁 미망인 치
유사역(고마-400명, 부카부-400명), 어린이 선교
대회, 전도대회
4) 2003년 7월24일-8월4일:탄자니아 비전사역
4.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2004년 7월1일- 8월6일)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아프리카 선교 10주년을
기념하여 350명의 단기 선교단이 참가하여 아프리
카32개 도시에서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제: 예수의 증인. (Witness of Jesus)
1) 할렐루야 축구단사역( 7월2일-8월6일): 우간
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순회경기
2) 오페라 캘리포니아 (7월5일- 7월16일): 우간
다, 르완다에서 공연
3) CMF 가정 선교원 선교사 부부 세미나(7월
2일-7월10일) 우간다에서 아프리카 5개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
4) 단기선교단(7월10일-8월6일) 은 우간다, 탄
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4개국 32개 도시에서 1백
만 명이 참석한 어린이 선교대회, 청소년 선교대회,
각종 세미나, 스타디움 집회 등 개최
5. 2006 한국-아프리카 문화교류대회
(2006년 7월 1일- 2006년 7월 30일)
한국의 전통 예술과 아프리카의 전통 예술 공연
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음화 대회
를 통해 아름다운 사역이 진행됐다. 샛별전통예술
단과 단기선교단원들의 사역으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주제: 주날개 밑에 우리는 하나.
(We are one under wings of God!)
1) 2006년 6월28일-6월 30일: 선교현장 훈련
2) 2006년 7월1일-7월6일: 르완다 및 콩고 어
린이 선교대회
3) 2006년 7월10일-7월13일: 부룬디 어린이
선교대회

4) 2006년 7월17일-7월20일: 한국-아프리카
문화교류대회(우간다)
5) 2006년 7월22일-7월27일: 탄자니아 어린이
선교대회(무완자)
6) 2006년 7월28일-7월30일: 한국-아프리카
문화교류대회
6. 2009 한국-아프리카 여성사역대회
(2009년 7월 1일- 7월 30일)
2009년에는 워가코리아(위원장 이형자)와 협력
사업으로 "한국-아프리카 여성지도자대회"를 개최
하였다. 아프리카 7개국에서 2000명의 여성지도자
들을 우간다 캄팔라에 초청한 여성대회를 개최하
였다.
우간다 대회를 마친 단기 선교단은 다음 주간에
아프리카 5개국 14개 도시로 흩어져 캄팔라에서
열린 여성대회와 같은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제: 아프리카여 일어나라 (Rise up Africa!)
1) 2009년 7월 1일- 7월 7일: 선교단 우간다 도
착하여 선교대회 준비
2) 2009년 7월 8일- 7월 11일: 한국-아프리카
여성지도자 대회(우간다 캄팔라 마케레레 대학교)
3) 2009년 7월 15일- 7월 18일: 아프리카 5개
국 14개 도시 여성지도자 대회
4) 2009년 7월 20일- 7월 30일: 대학생 선교단
어린이 선교대회 계속
7. 2011 부룬디 복음화 대성회
2011년에는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기 않고 불안
한 정국이던 부룬디를 대상으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였다.
부룬디 대통령 및 영부인의 특별한 관심 아래
열린 부룬디 복음화 대성회 역시 현지인들이 중심
이 되어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110명의 단기 선교단이 동원되어 부룬디의 무
줌부라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단원들은 르완다와
우간다 및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계속하였다.
7월 10일- 7월 19일: 선발팀 부룬디 입국하여
중보기도회 진행
7월 20일-7월 23일: 무줌부라세미나 1천명 초
청(정부지도자, 목회자, 여성지도자, 청년대학생)
7월 25일-7월 31일: 콩고 우비라, 르완다의 찬
구구, 가히니,카욘자, 무감바지 사역
8월 1일- 8월 13일: 우간다 및 탄자니아 사역
2005년 , 2007년 , 2008년 , 2010년 , 2012년 ,
2013년에도 해마다 100명이상의 단원이 참가하여
어린이. 청소년대회를 개최하였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단
기선교단을 동원하여 전도와 교회개척사역에 중점
을 둔 단기 선교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탄자니아 복음화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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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호수주변 6개주와 섬마음 선교, 교회개척에 집중
준비물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한
가을 날씨이므로 여름 및 가
을용 의복을 준비한다.
농촌지역에 전기가 없음으
로 후레쉬는 필수이며, 모기
장, 모기향을 준비한다.
전도활동에 나가면 식사할
곳이 없으므로 전투식량과 간
식을 준비한다.
가급적 짐은 작은 여행가
방을 이용하여 이동시 불편이
없도록 한다.

시달리고 있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원들은 미리 선교회에 사실
을 알려 도시지역으로 사역지
를 배정받아야 한다.
선교현지에서는 현지인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해야 한다.
현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
는 복장은 삼가해야 한다. 마
스크, 장갑등으로 지나치게 자
신을 가리는 행태로 현지인들
로 부터 격리되어서는 안된다.

의료진 서류 준비

월드미션 프론티에서는
“비전 2020”의 첫번째 목표
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개
국에서 집중적인 복음화 대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대규모 단기
선교단을 모집하여 대규모 선
교대회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
으로 좀더 효과적인 선교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하던 대중집
회와 세미나 등의 방식을 전
도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한다.
2015년 탄자니아 복음화
대성회는 빅토리아 호수를 주
변으로 하는 “무완자”, “게
이타”, “카게라”, “마라”
주 뿐 아니라 직접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의 영향력이 미치
는 “신양가”주와 “키고
마”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2015년 초부터 시작되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의 영향
으로 많은 섬에 선교의 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선박을
이용한 섬마을 전도와 교회
세우기 운동이 전개된다.
또한 선교 단원들은 개인
적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

“사랑의 가축나누기”기금을
마련하여 전도한 마을의 가난
한 농민들에게 사랑의 가축나
누기를 통해 농촌개발 사업에
도 참여 할 수 있다.
2015년 부터 진행하는 1천
교회짓기 운동으로 전도된 마
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건축 할 예
정이다.

사역일정
2015년 단 기 선 교 단 은
“2016 우간다 복음화 대회”
를 준비하기 위해 우간다로
입국한다.
7월 4일 한국과 미국을 떠
난 선교단은 7월 6일 우간다
에 집결하여 3일간의 현지 선
교 훈련을 통해 팀웍을 다지
며 사역경험을 통해 탄자니아
사역을 준비한다.
7월 10일 버스편으로 탄자
니아로 입국, 6개팀으로 나뉘
어 6개주에로 흩어져 사역한
다. 각 팀은 7-8명의 여러개
조로 구성되는 선교단을 각
마을에 파송하여 전도와 봉사
사역을 감당한다.
전도사역은 7월 11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

로 진행된다.
현지 목회자 세미나, 여성
세미나, 청소년세미나 등이 준
비되고, 전도훈련을 통해 가가
호호 방문전도활동이 펼쳐진
다.
8월 3일 부터 한 주간은
빅토리아 호수 섬마을 방문,
새링게티 국립공원 사파리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경비
탄자니아 복음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항공료(한
국 -160만 원 , 미 국 -1800달
러 ), 비 자 (200달 러 ), 참 가 비
(1200달러) 가 필요하다.
새링게티 국립공원이 근처
에 있기 때문에사파리를 원하
는 단원들은 별도의 경비
(600달러)를 마련하면 사파리
도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출발 1개월 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황열주사, 간
염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필수로
준비한다.

중보기도자 확보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이
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
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경험하
게 된다.
선교단에 참여하는 모든
단원들은 본인이 철저한 기도
로 준비되어야 한다. 성령충만
과 권능을 위해 기도로 준비
한다.
사역 기간 동안 최소 10명
의 중보기도자들에게 일정을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한다.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후
에도 계속 선교현지와 사역자
들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된다.

의료사역의 경우 의료사고
를 대비하여 현지 정부에 의
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출국 1개원전에 반
드시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
증과 이력서를 선교회에 제출
해야 한다.

세미나사역 교제의 검증
현지에서 세미나등 교육사
역에 강사로 지원하는 단원들
은 반드시 교육자료를 선교회
에 보내 심사 위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교회 전도후 교회 설립
8명 이상의 교회팀이 단기

교회의 파송
선교는 교회가 힘써 기도
하며 동역해야 할 일이다.
각 교회별로 참여하는 선
교단은 반드시 파송예배를 통
해 전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에도 담임 목사에게 선교단
참여 사실을 보고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교현장
선교현장은 환경이 열악하
다.
특히, 타자니아 복음화대
회가 열리는 빅토리아 호수
주변 주민들이 가난과 질병에

선교단이 참가할 경우 특정한
마을을 선정하여 파송한다.
각 교회는 사랑의 가축나
누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교
회 설립의 경우 선교회에 보
고하여 계속 보살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교회를 통해 건축하
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역을
유지할 수 있다.

신학교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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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드 미 션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

프 론 티 어

대 학 교

설 립 , 대 학 원 , 대 학 교 , 평 생 교 육 원

카욘자 센터는 앞으로 주변의 부지를
대학교 학위 과정을 연속하기 원하는
확보하여 기술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예 학생들은 우간다 대학교, 또는 르완다 대
정이다.
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KBBA과정을
통해 이수한 30학점이 인정되어 3년 간
학업으로 학사 학위를 수여 받게 된다.
콩고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농촌
콩고의 싸우스 키부 주의 우비라 지역
에는 두개의 선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2년 간의 고등학
우비라 타운에 있는 선교센터에서는 교 과정을 개교하여 검정고시를 통해 고
KBBA과정이 설립되어 1회 졸업생을 배 등학교 학력을 갖도록 도와, 대학과정에
출되었고, 교회가 개척되어 100여 명의 진학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다.
우비라 산업기술대학교의 건축부지는
12개 선교센터의 건축과 시설
탕가니카 호수변 카통고 마을에 준비되
UWMF는 아프리카 5개국 12개 선교센
어 있다.
2012년 기술대학의 건축을 진행하던 터를 캠퍼스로 하여 폭넓은 지역에서 다
중 현지 사역자의 사망과 콩고 내부 상황 양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훈련하기 이해
건축중이다.
으로 건축은 중단된 상태이다.
앞으로 종합 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
대학교 과정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의 염원에 따라
(우간다 상기센터, 르완다 찬구구 센터) 교회가 개척됙 양재학교, 영어학교가 운 기 위해 꾸준히 건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UWMF의 대학교는 우간다 상기 선교 영중에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오는 2020년까지
센터와 르완다의 찬구구 센터에 대학교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비전 2020”의
12개의 선교센터의 건축을 마친다는 목
를 설립하고 신학대학, 기술대학교로 발
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간다 상기 선교센터는 2013년 초등
학교의 문을 닫고 대학교 개교를 위해 강
의실 8동을 기숙사 시설로 전환하였으
며, 현재 KBBA가 활성화되고 있다.

“비전 2020”의 두 번째 사역은
대학교 설립이다.
현재 건축중인 10개의 선교센터
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지만, 각 센
터에KBBA 과정을 개교하여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까지 12개의 선교센터를
완공하여UWMF 대학을 설립할 예
정이다.
UWMF는 대학원 과정, 대학교
및 평생교육과정(KBBA-Kingdom
르완다 찬구구 센터 역시 대학교 과정
Builders Bible Academy)과 기술대 의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건축이 진행
학 과정으로 개교된다.
중인데, 현재 1동의 성전과 5동의 강의실
이 건축되었다.
각 센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KBBA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고등학교 또는 칼리지 레벨의 기술 며 2015년 기술학교와 유치원이 개교된
학교도 운영된다.
다. 주변의 부지를 더 확보하여 계속하여
강의실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의 건축
지난, 2014년 말 까지 9개의 KB 을 목표로 하고 있다.
BA과정과 1개의 대학원 과정이 설
특히 찬구구는 프랑스어권의 콩고와 부
립 운영되고 있으며, 르완다 키갈 룬디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학과정은
리 센터에는 정부인가의 고등학교 르완다, 부룬디, 콩고의 불어권 학생을
가 오래전 부터 운영되고 있다.
중심으로 교육하기 위한 대학교 과정이
다.
르완다 키갈리의 선교센터는 대
학원 중심 대학교의 설립을 준비하
고 있으며, ATS(Africa Theological
KBBA과정 및 기타 학교시설
Seminary)가 설립되어 이미 30여
명의 M.A과정 학생을 배출하고,
르완다
M.Div 과정과 D.Min과정을 개설한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터에는 대학원대
다.
학교 외에도 IT중심 고등학교가 개교 되
르완다 키갈리에 설립되는 대학 어 운영되고 있다.
원 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인재들은
2014년에는 한국 정부를 통해 100대의
KBBA과정의 현지인 교수로 채용 중고 컴퓨터를 기증받기도 했다.
하고 한국과 미국의 신학대학의 교
환교수 협정을 통해 1년간 대학원
키갈리, 찬구구 선터에 이어 카욘자에
과정에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할 예 설립된 선교센터에는 KBBA과정과 양재
정이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르완다 키갈리 ATS대학원 과정 수료식에서 학위수여하는 김평육선교사(총장) 노신영학장, 현지 파송선교사

추진 기간동안 기술대학교의 건축을 완 표이다. 강의실 한 개의 건축비가 1만 달
러 정도 소요되는 학교 건축을 위한 특별
성할 예정이다.
후원자들을 찾고 있다.
현재 KBBA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탄 자 니 아
탄자니아에서는 부코바, 무완자, 새링
게티 등 3개의 KBBA과정이 설립되었다.
2015년 초반에는 “2015 탄자니아 복
음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복음화 대
회 개최 예정지인 6개 주(무완자, 마라,
카 게 라 , 게 이 타 , 신 양 가 , 키 고 마 )에
KBBA과정을 더 설립할 예정이다.
KBBA 과정은 매월 한 주간 40시간을
강의하는 집중 강좌를 통해 3학점을 이
수하며, 10개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강의실의 건축을 지원하는 성도들의 이
름을 기념하고 강의실에 후원교회 또는
성도의 이름으로 후원자를 기념하고 있
다.
12개의 선교센터가 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교 비품이 필요하다.
책상, 의자, 컴퓨터, 실험 장비 등의 학
교비품의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
과 미국에서 중고 학교용품을 수집하여
수송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화학. 물리 실험장비, 전
자 실험장비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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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사역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업
2015년 1월 말 첫 의료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매월 단기 선교 의료진의 활동으로 사역을 계속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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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호(Lake Victoria)는 우
간다, 수단,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
로 향하는 장장 7천 Km의 나일강
(Nile River)의 원천인 호수이다.
우 간 다 (Uganda), 탄 자 니 아
(Tanzania), 케냐(Kenya), 3 국에 걸
리는 빅토리아 호수는 담수호(淡水
湖)로서는 세계 제2위,
아프리카에서는 최대 면적인 약
7만 평방km를 자랑하는 거대한 호
수. 남한 땅의 2/3크기이며 150개
이상의 유인도에 많은 사람이 거주
하고 있다.
각 섬에는 학교, 의료시설, 교회
등 공공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각종 질병이 주민들을 위협한다.
특히, 섬마을과 주변마을은 어업으
로 생활하는데 어업시설의 불편으
로 매년 5천 명 이상이 수난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질병퇴치와 의료서비
스를 목적으로 빅토리아 호수에 병
원선을 제작하고 의료사역을 시작
한다.
2011년 말에 시작된 병원선 사

업이 만 3년간의 진통 끝에 제작을
완공하고 2015년 1월부터 의료사역
을 시작하게 됐다.
2014년 8월 2일,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4개주 주지사 및 20개 디스
트릭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명명식에서 “중앙 살림
호”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빅토리아 호수 주변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전국민의 관심가운데 제
작된 중앙 살림호는 1백만 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의료장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
정이다.
3층 구조의 병원선의 다운 덱
(Down Deck)의 뒷부부분은 엔진실
과 사무실 및 실험실로 사용되며 전
면은 10명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숙
소로 꾸며져있다.
메인댁(Main Deck)의 전반부는
두개의 큰 방으로 나뉘어져 수술실
로 사용된다. 뒷 부분에는 6개의 방
으로 나뉘는데 진료실(2) 및 엑스레
이, 울트라 사운드(1), 치과(1), 간호
사실(1), 약국(1) 등으로 공간이 배분
된다.
중앙 살림호에 상주하는 직원으
로는 선장(1), 부선장(1), 엔지니어
(1), 조수(1), 선원(3), 의사(2), 간호사

(3), 행정직원(1), 상담 사역팀(2)등 최
소 15명이 한 팀으로 2개조가 한 주
간씩 교대로 활동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최신화를 위해서 월
드 미 션 프 론 티 어 는 “중 앙 살 림
호”의 수술실에 최신 장비들을 설비
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단기 의료 선
교단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2015년 1월 말 첫 의료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매월 단기 선교 의료진의 활동으로
사역을 계속해갈 예정이다.
전용 정박시설
전용 부두시설과 입원실을 건축하
여 병원선에서 수술한 환자들을 입원
시키고 병원선은 이동하여 다른 정박
시설에서 수술을 계속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15년에
3개의 전용부두와 입원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다.
제 1정박시설은 무완자주 생게레
마 디스트릭트의 이솔레 마을(350에
이커)에, 제 2정박시설은 마라주의 수
구티마을(60에이커)에 부지가 마련
되어 있다. 고메 섬에는 이미 부지를
마련한 상태이며, 2003년부터 사역을
섬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 왔다.
특히, 1.2 정박시설의 넓은 부지에

는 농장을 설립하여 선교의 자립기반을
만드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응급선 및 응급차량
병원선 사역에는 섬과 섬을 이동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수송을 위한 소형 스피
드 보트가 필요하다. CBS TV에서는 창
사 60주년을 맞아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을 소개하며 응급선 기금을 모금했
는데 그 결실로우선 1척의 스피드 보트
를 구입하여 수송할 예정이다. 앞으로로
정박시설마다 응급선이 필요하다.
육지의 정박박시설에 마련된느 병원
은 호숫가 주민을 위한 병원이 됨으로
육지의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응급차량
의 마련도 시급하다.
의료단기 선교단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선교 단체, 병원 등과 협력 의료사역
을 계획하고 있다.
협력선교 단체는 매년 1주일간 병원
선을 렌트하여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월
드미션 프론티어의 안내를 받아 섬마을
과 정박시설에서 사역하면 된다. 개인적
으로 참여하는 의료선교단은 소정의 승
선비를 부담한다면 병원선 운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가축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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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랑 의

가 축

나 누 기 ,아 프 리 카

농 촌

살 리 기

운 동 으 로

확 산

러빙헨즈 사역을 발전시켜, 시범 축산단지 개발 사업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르완다 전 진되어 여러채의 집을 지어 병들고 가난
쟁터에서 태동하여 구제사역으로 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다.
시작된 선교단체이다.
태생에 걸맞게 지난 20년동안 러
르완다 그로벌 펀드
빙헨즈라는 이름으로 구제의 손길
르완다 정부에서는 르완다 전국 농촌
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다.
의 농민들에게 젖소와 돼지를 나누어 주
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의 NGO 단체
헌옷 보내기
들이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월드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와 미션 프론티어 르완다 지부에서는 르완
북가주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헌옷 다 남주지역이 기콩고로 지역을 담당하
을 수집하여 르완다와 우간다, 탄 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르완
자니아에 컨테이너로 수송하여 난 다 농촌에 젖소와 돼지를 지원하고 교육
민촌, 피그미촌, 고아원에 지원하 하는 사역을 2010년 -2012년까지 3년
였다.
간 감당했다.
갑작스런 분쟁으로 난민들이 발
생했을때는 구제험금을 긴급히 모
사랑의 가축나누기(2013)
금하여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2013년 부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사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랑의 가축 나누기를 특정 마을을 시범
마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사랑의 염소. 재봉틀 나누기
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러빙헨즈운
사랑의 가축 나누기 사업은 아프리카
동을 통해 그동안 아프리카 5개국 의 가난한 농촌을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
의 여러지역에 사랑의 염소와 재통 가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틀이 나누어졌다. 염소 한마리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매년 6.25주일을
30달러, 재봉틀 120달러의 후원으 “사랑의 가축 나누기 주일”로 각 교회
로 아프리카의 많은 가정에 성도들 에서 헌금한 기금으로 가축나누기를 실
의 사랑이 전달 됐다.
천하고 있다.
2015년에도 각 교회에서 6.25주일을
사랑의 문래나누기
통해 사랑의 가축나누기에 동참하기를
르완다의 깊은 산골에 살면서 항 기대하고 있다.
아리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랑의 가축 나누기 저금통 운동에 많
피그미촌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항 은 성도들이 참여해 왔다. 가정에서 자녀
아리를 더 쉽게 잘 빚을 수 있는 손 들이 사랑의 가축 저금통을 채워 전달하
문레를 전달하는 사역이었다.
기도 하고, 주일학교 전체가 사랑의 가축
나누기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우선 각 국가에
탄자니아의 고메섬과 게이타등지 세워진 선교센터에서 가까운 마을을 선
에서는 급빈한 여성이나 나환자들 정하여 축산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집중적
을 위해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추 으로 가축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

젖소나 돼지를 분양 받은 마을 사람들
콩고: Katongo Village
은 새끼를 낳은 후 이웃에게 나눔으로
르완다: Cyangugu 등 8개 마을을 선정
가축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여 가축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여름 단기 선교단에 참여하는 한
인성도들의 마련한 기금으로 현지에서
2015년 탄자니아 복음화 대회는 전체
가축을 구매하여 농민들에게 직접 전달 50개 이상의 마을을 집중적으로 전도한
하기도 한다.
다는 계획인데, 전도 활동 후에 단기선교
단이 마련한 사랑의 가축을 나눌 예정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젖소와 돼지가 주 다.
어지면 새로운 마을로 사업을 옮겨간다.
시범마을에서는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15년 탄자니아
우유와 도축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계 복 음 화 대 회 를 앞 두 고 한 국 인 들 이
획이다.
6.25전쟁을 기념하여 아프리카 마을 살
현재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축산 시범 리기 운동인 사랑의 가축나누기에 많이
마을로 지정한 마을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간다: Katereke-Muzinda,
또는 한 교회가 한 마을을 입양하여
Nangiga
3년 정도 가축을 제공해 주면 경제적으
탄자니아: Isole Village,
로 번성하는 농촌부흥운동에 많은 참여
Sukui Village,
를 바라고 있다.
Mbalibli, Mugum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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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가축나누기

아프리카 돕기 "사랑의 가축" 보내기
6.25 한국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반도는 세계 최빈국인 질병과 굶주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로 배고픔과 병든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선교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펴서 굶주린 세계를 향해 사랑의 손길로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유럽의 식민지로 한 세기를 잃어 버린 아
프리카 대륙이 그동안 끊임없는 내전을 겪고 이제 서서히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어 설 힘이 부족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르완다, 부룬디,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의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을 위하여, 피그
미촌 사람들을 위하여, 깊은 산골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사랑의 가축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7월에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선교단원들이 아프리카를 찾아가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염소 1마리: 30달러(번식후-육용판매)
돼지 1마리: 50달러(번식후- 육용판매)
젖소 1마리: 700달러
(우유 1일 생산량 30리터 X 400프랑 = 18달러, 젖소 한마리면 1가구 생활 가능)

신학생 장기 후원자 모집
(월 50달러-)

월드미션 프논티어는 아프리카 대륙
의 급속한 이슬람화를 저지하기 위
한 선교전략으로 신학교육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목회자(계속교육)양성, 여성지도자
양성 사역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 합니다.
한 달 50달러의 장학금이면 아프리
카 복음화에 앞장설
귀한 사역자 한 사람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실 곳: world Mission
Frontiers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월드미션 프론티어
World Mission Frontiers www.hismission.org(대표 김평육선교사)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Tel (408) 345-1727
13419 Pumice St. Norwalk, CA. 90650 Tel (213) 66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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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짓 기

운 동

KBBA

이슬람권에서는 이집트에
서 부터 남아공까지 매 5마일
마다 이슬람 사원짓기 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의 큰 길가에는 눈
에 띄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원이 지어지고 있다.
이슬람 사원과 함께 세워지
는 초. 중. 고등학교에는 점차
학생이 넘치고, 사원에는 금
새 모슬렘으로 가득해진다.
이슬람권에서 세우는 학교
들도 초 현대식 건물로 아름
답게 세워지고 있고, 학교 시
설도 최신식으로 갖추어지고
있다.
반면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
는 나에서서 조처 예배당의
모습을 볼품 없다. 학교시설
을 외양간 같고, 교회는 볼

품없는 양철지붕에 맨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종교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
도를 받으면 이슬람 사원으로 가
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대륙의 이슬람화를 방어하기 위
해, 매년 한 국가씩 선정하여 복음
화 대회를 개최하고 UWMF 대학
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
를 지켜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
다.
앞으로 대학원, 대학교, 평생교
육과정을 통해 능력 있는 많은 현
지지도자들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슬람 사
원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바라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15년 부터 아프리카 6개국에 성전짓기 운동을 전개한다. 교회 또는 개인적으
로 아프리카 성전짓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위 조감도는 하나의 모델로 1천 개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
이다. 나라마다 건축비의 차이가 약간을 있으나 2만 달러의 건축비를 후원하면 한개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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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 리 카

6개 국

“비전 2020”의 다섯 번째 목표 사업은 성전 짓기 운동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재 10개의 선교센터를 건축 중에 있는데, 각 센
터는 신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성전이 건축되어 있다.
현재 아프리카 5개국의 12개 도시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월드미
션 프론티어는 선교센터와 센터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 마을과 선교전
략상 중요지역에 성전 세우기 운동을 시작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지의 모든 교단과 동역하고 있어 별도의 교단을
설립하지 않고, 건축되는 성전은 완전히 현지화하여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의 KBBA과정 또는 대학교 과정을 마친 원주민 교역자들이 사역한
다.
이미 1호 성전이 유니 선교회 (행복한 우리교회, 윤영지목사)의 재정지
원으로 탄자니아의 새링게티 디스트릭트의 MbaliBali라는 마을에 세워졌
다. 음바리바리 마을은 교회가 없는 농촌으로 주변 6천 명 인구의 농민들
을 대상으로 복음화 사역을 시작하고, 지난 10월 유치원을 개교하여 전도
의 문을 열고 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친후 방문한 의료사역팀에 의해 의료봉사 활동이 있었
고, 이어 마을 여성 200명을 초청한 여성세미나고 개최되어 마을의 복음
화가 추진되고 있다.

성 전

짓 기

운 동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두 번째 성전은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의 제1정박장이 건축될
생게레마 이솔래마을이다. 지난 8월 2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중앙살림호”를 방
문한 선교단원들은 이솔래 건축부지를 방문하고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서 통성으로 했
다. 한국에서 단기선교단에 참가한 강영진목사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념하여 성전을
세우겠다면 건축비 2만 달러를 약정했다.

세 번째 성전은 2014년 여름 단기선교단에 참여했던 한국의 청명교회(담임 박정연
목사)선교팀이 전도하여 세워진 우간다 난지가 마을 예배당의 건축을 위해 후원자를
찾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앞으로 조감도와 꼭 같은 성전을 아프리카 6개국 주요지역에
세워나갈 예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건축
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회당 2만 달러의 건축비가 필요하다.
또다른 프로그램은 5천-1만 달러의 후원자들을 통해 재정 형편상 예배당을 건축하
다가 중단된 중단된 현지교회를 도와 성전건축을 마무리 해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월드미션프론티어 거리소년 소녀 및 고아원사역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소년.소녀들이 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그동안 우간다의 르웨로와 상기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어린이
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무완자에서는 거리 소년의 집을 열어 거리를 헤메던 어린이들을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 어린이가 한 달 30달러만 있으면 거리에서 추위에 떠는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있으면 거리의 어린이들을 아
프리카 원주민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하여 신앙적으로 양육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선교회가 직접 고아원을 개원하고 어린이들을 캐어하는 한편, 기독교인 가정에 입양하여 양육하는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번의 외식비로 아프리카의 차가운 거리에서 병들어 가는 어린이 한명을 한 달을 먹이며 교육할 수 있습니다.

거리소년.소녀 양육 후원
(월 30달러, 1년 360달러)

월드미션프론티어, 전화 408-345-1727
www.hismis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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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의 글

선 교 는

서해남목사 / 크리스찬 라이프 편집
올해로 월드미션프론티어 선교
회는 20주년을 맞는다.
1994년 김평육선교사가 르완다
전쟁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아프리
카를 방문하고 난민들을 위해 고아
원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선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95년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해
서 난민촌 유치원을 설립하고, 탄자
니아 난민 신학교를 개교했다.
유치원설립과 신학교 개교는 월
드미션프론티어을 이끌고 가는 두
개의 기둥의 틀이 자리잡히는 시발
점이 되었다.
2000년이 되면서 김평육선교사
는 구제중심으로 치우쳐가는 월드
미션프론티어 사역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자 복음화 대회을 계획한다.
복음화 대회는 지역적으로 시작
해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
음화 대회로 진전되었다.
한 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
해서 큰 안목을 가지고 통전저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복음화 대회는 르완다 전국복음
화 대회(2001년) 로 시작해서, 르완
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2002
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 , 우간다,
콩고, 르완다. 탄자니아, 브른디에
서 동시에 진행되는 대회로 진행되
어, 아프리카 여성치유대회(2003년)
, 아프라키 복음화 대축제(2004년),
아프리카 청소년 선교대회(2007년),
아프리카 여성대회(2009년), 브룬디
복음화 대회(2011년)가 치루어졌다.
복음화 대회를 진행하면서 김평
육선교사는 '2012년 비전'을 발표하
고 아프리카 5개국에 12개 선교센
터의 부지를 마련하고 선교센터를
통해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을 동시
에 수용할 수 있는 선터센터를 마련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선교센
터에 건물짓는 사역을 진행했다.
2012년 비전 안에는 아프리카
청년들을 100명을 선발해서 한국으
로 유학시키기 위한 유학생사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학사역을 통해 현재 아프리
카 청년들이 한국의 대학에 유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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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
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발전된 한국의 문
물과 교회를 견학해서 , 선교회와 밀
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였다.
20년동안 아프리카 다섯개의 국
가 중요한 도시에 선교센터를 건립
하고 중앙아시아의 복음화를 주도
해온 월드미션프론티어는 2014년
을 계기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10년동안 준비해온 빅토리아 호
수 병원선 사역이 병원선 건조가
완료되어가면서 운행을 목전에 두
고 있다.
빅토리아 병원선 사역은 2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해온 월드미
션프론티어의 기반이 있어기 때문
에 가능했다. 탄자니아, 우간다, 케
냐에 3개국에 걸친 빅토리아 호수의
크기는 남한의 2/3의 크기의 면전
을 가지고 있으며, 1천개의 섬에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생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C수 많은 미국, 유럽
선교단체들이 병원선을 계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월드미션프론티어는 올해로 1호
선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에 2호선
건조할 계획이다.
월드미션프론티어의 사역은 아
프리카의 지역의 복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프리카 현지에 많
은 도전이 있지만 김평육선교사가
는 복음화 사역이 현지에서 현지인
사역자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집중하고 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복음이 온전
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김평육선교사는 아프리카 청년을
한국에 유학보내는 사역을 진행했
고, 지역의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구
제사역과 더블어 세미나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랑의 가축 나누기 운
동을 병행했다.
또한 지역에 복음이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신학교사역을 통해 현
지 목회자를 배출하고 성전짓기 운
동을 함계 진행하고 있다.
월드미션프론티어 20년사역은
내부적으로 신학교사역과 외부적으
로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사역으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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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바람처럼, 햇빛처럼,
찾아 온 당신이
뿌리쳐 보아도, 눈 감아 보아도
지워지지 않는 당신에게.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순종하고 인내하며 당신을
7년 만, 그러나 20년
부르시는 그 날까지 당신만.
목마름 보다, 배고픔 보다
간절하고 애타는 당신.
당신은, 사랑!
당신은, 사명!
당신은, 아프리카!

이와같은 결실은 20년에 난민촌
을 위한 유치원사역과 더블어 난민
촌 신학교를 설립한 것에서 비롯되
고 있다.
김평육선교사는 20년동안 비전
과 선교정신으로 사역을 끌어왔다.
전적인 의탁, 성령의 통치, 전적
인 헌신, 전인적 사랑의 선교정신과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을 전하겠다는 그이 비전으로 뿌려
진 씨앗이 신학교사역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으로 결실되어지고 있
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구어
낸 기적의 드라마가 월드미션프론
티어 역사이다.
20주년을 맞이해서 김펴육선교
사는 비전2020을 선포했다.
비전 2020의 핵심은 아프리카
현지에 예배당을 1000개 건축하는
사역이다.
신학교사역과 병원선사역을 통
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열매는 아
프리카 복음이 현지인에 의해 뿌리

를 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평육선교사는 현지
인의 자립을 위해 신학교 내에 직업
학교를 만들어서 교회가 스스로 자
립할 수 있는 길을 돕고 있다.
이와같이 아프리카 성전이 지어
지기 위해서 김평육선교사는 300교
회의 후원교회를 구상하고 있다.
300개의 교회가 매년 단기선교
단을 파송하고, 교회 예산의 일정한
부분을 선교비로 책정하면, 그 예산
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나간다는 계
획이다.
2012년 비전이 선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2020년 비전은
2012년의 비전 토대 위에 현지목회
자들을 통해 아프리카 복음을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이다.
선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
역이라는 김평육선교사의 믿음을
통해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내려지기를 소원한다.

성경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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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이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려는
시점에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김영련목사(산호세 온누리교회 담임)
사무엘상 7:1-11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이는 것
은 육체의 세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합니다(요 4:24). 그래
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
하게 살아계십니다. 사실 성경은 보
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보다 더 먼
저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히 11:3).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
문에는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승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
서의 회복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실로 성소는 허
물어지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심점이 없을 때에 바로
이때 사무엘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
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요청합니다. 미스
바는 베델와 예루살렘 중간쯤 위치하
고 기브아보다 조금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온 이스라
엘이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입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
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
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
리니라.
그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
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 집회를 가집
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이방인 처럼 우리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하였나이다. 우리의 잘
못을 용서하옵소서… 회복은 회개로
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로 돌아오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
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
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지도자
들이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치명적인 공격
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
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바
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만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
하며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았다면 무
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
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
들은 미스바 성회를 통해 하나님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
지 않고 곧바로 사무엘에게 달려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하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달려간 것
은 곧 하나님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양 하
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
더라.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
립니다. 번제란 짐승의 전부를 각을
떠서 불로 살라바치는 것입니다. 완
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그
후에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
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
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한
예물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
도 있다 하셨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기도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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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
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
엘 앞에 패한지라.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미스바에 보
여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는 영적인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
다. 아무런 무장이나 싸울 준비가 전
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블레셋은 모든 무장을 갖추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가까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
까? 한쪽은 싸울 준비를 모두 갖추고
나오고 한 쪽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
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기겠습
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무기를 갖추
고 싸울 준비를 하고 온 블레셋 군대
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놀라
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
까이 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셨
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우레
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
니다. 그들에게 큰 공포를 주셨습니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들은 흩어지고 이스라엘과
제대로 한번 붙어 보지도 못하고 패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호와
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랜 후 남
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시절에 모압
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
하고 그는 여호사밧과 유다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
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
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
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
는 것을 보라”(대하 20: 15, 17)
아무리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
거나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주 작은
적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법
궤를 메고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
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싸움과 같습니
다. 그것은 육체의 적들과 싸우는 싸

가 져 옵 니 다
움이 아니라 영적인 적군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
다. (요 17:14).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바뀌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
로 바뀝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바뀝니다. 우리의 주인도 바
뀝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거나 혹
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나 힘이 내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싸움에서 무기는 창과 칼이 아
니라 회개와 진정한 예배입니다. 회
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주인 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
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 일이 일어
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
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
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잘못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
다.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
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러
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해 싸워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
니다.
영적인 회복은 육체의 회복을 가
져옵니다. 여기서 육체란 꼭 몸이라
는 뜻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모든 삶에 회복이 언제 일
어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
로서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입
니다.
사무엘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승리를 이쓸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십
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게
회개하는 자들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예
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
다.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
님 앞에 회개와 기도로 회복되게 하
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충만한 삶
을 살게 하옵소서. 에수님의 이름으
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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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간증
선교보고

보엠 아프리카 선교보고 (2006년에서 2014년 동안 섬김중 2013년을 중심으로

CLWMF 20주년을 감사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중보자들에게 아프리카로부터 '보엠 시어터'의 향기를 전합니다.
2006년부터 탄자니아, 우간
다, 르완다, 콩고, 브룬디, 케냐 등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서 공연
을 통해 섬기던 보엠은 2012년부
터 예술교육 사역으로 변모했고,
우간다 상지 지역과 르완다 찬구
구, 키갈리 지역에 세워진 보엠
예술 학교- CLWMF 센터를 중
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부코바, 므완자), 우
간다(상지), 콩고(우비라), 르완다(키갈리, 찬구구) 각 지역에서 모인 80여명의
학생들은 보엠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달란트에 따라 음악 스쿨, 댄스스쿨,
드라마 스쿨을 훈련을 받고, 과정을 마친 후 합당한 절차에 따라 아프리카 보
엠 단원으로 현지 교회와 지역에서 선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
습니다.
아름답게 섬겨주신 헌금으로 각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을 비롯하여 현지 목
회자 가정과 현지 사역자들을 섬기고, 모든 참여자에게 숙식과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예술학교로서 구비해야할 장비 및 시설을 개선하고 왔
Hh
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섬겨
주신 귀한 손길에 역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금이 모아져 아
프리카 땅의 복덩어리들이 꿈을 꾸고 하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 첫째 날 (7월 5일)
올해 보엠 아프리카 시즌 8을 현지에서 섬기는 8명의 팀원은 전원 스텝이
자 동시에 강사진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보엠 팀원과
중보자들은 기도와 물질, 행정적인 절차로 지속적으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 수하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개인 캐리어까지
비행기에 싣게 되는 은혜,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현지에서 섬기는 소수 정예의 보에머들은 출발에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 둘째 날 (7월 6일)
여전히 아프리카를 향하여..
이동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장 저렴한 항공사를 이용
하는 것은 아프리카 현지에 물 한병이라도 더 많이 도와주고오고 싶은 마음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여정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유지 에디오피아 공항에서 13시간 대기 역시 오랜 시간 비
행기 안에서 부은 발은 평평한 곳에서 쉬게 하시고 사역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비행기 안에서 팀원들은 항상 기절해서 잠들었습니다.
* 셋째 날 (7월 7일)
- 우간다 상지지역 보엠 스쿨 시작
새벽 4시 아프리카 우간다 CLWMF 센터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감사와 감
격 가득한 첫 주일을 맞이했습
니다. 주일 예배 후 공식적인
보엠 스쿨 사역이 시작되었습
니다. 탄자니아 부코바 지역 교
회에서 온 성가대팀은 아주머
니와 아버님 모임, 므완자 지역
거리 소년 아이들 집에서 온 사
람들은 청년들과 교회학교 선
생님들이었으며, 우간다 상지
지역의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
들과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정말 다
양하고 다채로운 구성.. 하나님

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 넷째 날 (7월 8일)
춤추고, 노래하며 드라마로 복음을 전하는 예술가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야겠지요. 말씀도 골고루 먹습니다.
글 없는 성경(색깔만으로 복음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는 사영리 도구)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전도 훈련을 합니다.
* 다섯째 날 (7월 9일)
발레 수업과 CCD 댄스 스쿨. 몸풀기는 우리나라 전통게임 '제기차기'
아웃리치 발표 수업을 위해 열심히 복습에 복습을 더하는 학생들과 쉬는
시간이라고 해놓고 계속 학생들에게 코멘트를 하는 강사진들. 그 선생님에 그
제자.. 우간다 보엠 댄스 스쿨을 위해 강의실에 전면 거울이 달려졌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듯, 무용 수업 학생들의 움직임도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여섯째 날 (7월 10일)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뮤지컬 <갓스펠>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댄스수업은 오늘의 큐티 말씀과
연결되어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로 만든 뮤지컬 넘버를 사용하니
춤추는 내내 노래 가사가 말씀이 되어 온 몸과 맘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영원한 사명의 소리(Voice of Eternity Mission) '보엠'이 추구하
는 선교 방법을 돌아볼 때, 이제는 말씀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
가 생각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 최고의 실력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다음 일정인 르완다 사역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발급받았던 비자
에 문제가 제기되고, 므완자와 부코바 학생들이 스쿨 프로그램을 마치고 본국
으로 돌아가야할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한국이 몇 시인지 생각조차 못
하고 한국의 보엠 리더십과 긴
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보엠 팀원 역시 아프리카 시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기도... 행정절차에 예
민해져서 타인의 잘잘못을 가
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
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
도했습니다.
* 일곱째 날 (7월 11일)
18시간의 버스 이동.
르완다 찬구구까지 이동하
는 중간에 보엠 스쿨에 참여할 학생들을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밤새 버스를 타
고 국경을 넘어와서 침낭을 두르고 있는 떡진 머리의 초췌한 보엠 팀원들과는
대조적으로 깔끔한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 학생 팀의 첫 만남은 누가 아프리카
인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지만, 주님..처
음으로 르완다 땅을 밟은 날의 사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여덟째 날 (7월 12일)
르완다 찬구구 센터의 보엠 예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과목별 강좌 오리엔테이션이 있은 후 각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준비
한 공연을 중심으로 개회식 축하 공연과 수업별 오디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르완다 스쿨의 학생 구성
도 콩고 우비라에서 온 성가대팀과 르완다 찬구구 지역 주민팀, 키갈리 대학생
드라마 댄스 클럽팀으로 버라이어티하게 구성되어 역시 버라이어티한 하나님
의 은혜를 기대하며 보엠 팀원들이 부지런히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섬길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영어->르완다어->스와힐리어.. 끊임없는
통역의 문제는 진행을 지체시키고 다소의 오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얼른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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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엠 아프리카 선교보고 (2006년에서 2014년 동안 섬김중 2013년을 중심으로
* 아홉 째 날 (7월 13일)
4일안에 8명의 교사가 38명의 학생
에게 드라마, 댄스, 음악 수업을 통해 공
연 선교 레퍼토리를 전수하고, 예술 교
육을 진행하는 보엠 스쿨 프로그램은
어느 입시 전문 학원 프로그램 못지않
게 빡빡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프로그램
으로 아프리카 각 팀들이 각각 아프리
카의 보엠 팀원이 되어 또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가고, 그들이 각 교회의 교사
가 되어 활동할 것을 생각하면 대충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수업에 지쳐갈 때 쯤, 지난 주 우간다 보엠 스쿨에 참여한 탄자니
아 므완자팀이 보엠 스쿨에서 배운 드라마 '아임 프리(I'm Free)'를 그 지역 목
회자 세미나에서 공연했고, 은혜가 가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앞에
아프리카 친구들이 펼치는 십자가가 그려졌습니다. 잠시 주저앉았던 보엠 팀
원들이 학생들이 있는 강의실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
리 들려옵니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다시 일어서야할 이유..
* 열째 날 (7월 14일)
우간다에 비해 르완다는 물가가 비쌌습니다. 게다가 보엠스쿨 무용제작을
위한 거울제작부터 시골인 찬구구는 대형거울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르완다
수도 키갈리로부터 이곳 찬구구까지 자동차로 8시간 동안 산을 넘어 배송을
해야하고, 기술자의 부재 등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 봐
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조건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환경에 막히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주저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
다.
드라마 스쿨에 지원했던 콩고 우비라팀의 리더이신 목사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우비라팀의 통역을 맡기도 하신 분이었는데 직접 드라마
팀에 들어가겠다며 열심을 내신것은 좋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나라별 편 가
르기가 생기면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섬김 가
운데 지혜와 권위를 허락하소서.
* 열한째 날 (7월 15일)
보엠 스쿨 책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몇 몇 학생이 규칙을 어기고
수업을 자기 뜻에 따라 진행함으로 담당 교사인 보엠 팀원이 말 못 할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호수를 바로 앞에 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찬
구구임에도 불구하고, 오고가는 길 해가 뜨고 지는 아름다움 외에는 주변을
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온 힘든 사역 일정 속 심신이 지친 가운데 사단은 감정
을 이용해서 우릴 넘어뜨리려했습니다.
웃으며 말하긴 했지만 찬송가 Oh, Lord my God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힘들고 지칠 때 나오는 탄성인 Oh, my God으로 변형되어 버렸습니
다. 올해 보엠 사역의 팀원 대다수가 아프리카 땅을 처음 밟는 멤버였습니다.
현지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느끼고 현지 사역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보엠 팀원들을 호수에서 잠시 배를 탈 수 있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들을
호수로 보내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예
수님의 위로가 보엠 팀원들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남아있던 김혜진 감독이
아프리카 전체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 그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만
져 주셨습니다. 머뭇머뭇 찾아와 잘못을 시인하는 학생, 어느 사이 조교 역할
로 섬기고 있는 학생, 더욱 열심히 앞 장 서서 열심히 하는 학생.. 다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선하신 만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 열둘째 날 (7월 16일)
할렐루야~ 찬구구 보엠
예술학교에 거울이 설치됐
습니다!! 주님은 정말...
댄스 스쿨에서 아프리

카 전통 춤과 모던(modern) 춤을 근간으로 한 뮤지컬 안무 수업과 발레 수업
이 진행되고, 뮤직 스쿨에서 음악 이론과 피아노 수업, 성경 구절이 가사가 되
는 합창 수업이 병행되었습니다.
드라마 스쿨 역시 드라마 때 펼쳐지는 십자가를 전면 거울을 통해 모니터
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아프리
카의 복덩어리들의 몸짓이 반짝이는 것이 눈앞에서 자꾸 흐릿하게 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마음에 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 열셋째 날 (7월 17일)
멋지게 드라마 스쿨의 <I'm Free>의 '중독(알콜/담배)' 역할을 소화함으로
소망하시던 드라마 과정을 수료한 콩고의 니징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
쿨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과 보엠은 인근 축구 경기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르
완다 현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초청해서 연합 사역을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술가. 2013년 보엠 예술학교 사역의 80여명의 아프리카 보
엠 팀원이 복음을 위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르완다 보엠 스쿨 사역 역
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마쳤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아
프리카 학생들이 스쿨에 참여하기 위해 오가는 모든 경비를 섬기고, 악기와
음향장비, 프린터 등 사용했던 스쿨 사역 장비들은 모두 아프리카 각지로 흘
려보냈습니다. 다음 선교는 뭐로 하려고? 때에 맞게 역시 주님이 채워 주시겠
지요~ ^^ 아프리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 열셋째, 열네째 날 (7월 18일~19일)
새벽 4시 30분.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산을 넘어 찬구구에서 다시 키갈리로. 은혜 가득한 사역 감사
기도를 마치자마자 새로운 기도 제목은 차멀미!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타고 기절했다가 어찌 어찌 비행기에 올라 하루 동안 또 기절하고 마는 보엠
팀원들.. 2주간의 사역을 잘 마치고 아프리카 땅을 떠나면서 단체 사진 한 장
찍을 생각도 못했던 길 위에서의 기나긴 여정. 그렇게 한국에서 우리의 삶 역
시 다시 선교지가 되어 울고 웃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며 살겠지요.. 블레싱 아프리카! 우린 모두 복덩어리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2013년 7월 19일, 한국을 향하는 하늘 위에서 보엠시어터 8기 드립니다.
* 보엠시어터 (VOEM Theater) 글로벌 공연예술 봉사단체 "보엠시어터"는
'가치있는 섬김, 열정적인 움직임- Valuable Offering, Eagerly Movement'이라
는 슬로건 아래 공연과 예술교육으로 사랑을 전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Global Performing arts Volunteer Association "VOEM Theatre" i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which is delivered the love to the
people who are weak by slogan 'Valu Offering and Eager Movement' through
performing arts and Ar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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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KBBA)-목회자 평생 교육과정 가정사역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1)
여 문맹이 거의 퇴치 된 나라, 또 우리
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처지에 놓인 나
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문희박사/ 전Social Worker
2002년 말, 어느 음악회에 참가했
다가 우연히 만난 지인 한 분에게 아
프리카 선교에 동참하기를 초청 받았
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다짐하며, 한 달이 지났을 때,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부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인데." 하시는 것입니다.
과부 된지 17년 째인 때 입니다.
"과부가 과부 속을 잘 알 수 있지
요."라고 덫 붙이셨습니다. 더 이상 거
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
여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인연을 맺게
된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참 먼 곳이지만, 제 마
음에는 가까이 있는 곳이 되어 버렸습
니다. 한 번 다녀 올 때마다, 제가 한
일이 너무 미소하여, "공연한 일을 하
나 보다"라고 스스로 실망한 때도 있
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보
여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작은 것
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 보다 낫다."는 말씀에 의
지하며 때가 될 적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
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선교의 길
에 오릅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
다더니, 제 마음도 확 변하여 버렸습
니다.
먼저, 저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
어난 것을 지금처럼 뼈 깊이 기뻐한
적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아프리카
의 사람들을 만나고서 그들이 겪는 열
악한 삶의 터는 제가 어려서 겪은 육
이오를 연상케 합니다. 그 고통의 시
대와 땅을 딛고 부지런히 일하여 한국
이 세계에 알려지는 문명국이 되었습
니다. 어려운 삶의 도장에서도 일어
설 수 있던 민족입니다. 어려움 속에
서도 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 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글을 읽고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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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미국에서
살게 되어서, 마음에도 둔 적 없는 어
려운 가정을 돕는 직종에 제 젊음을
불 태웠던 것을 지금은 기뻐합니다.
이기적이었던 나의 눈이 뜨이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들
으며 위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
다.
세상에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러 하
였기에 선교의 길이 터졌고, 그 곳에
서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체험하게 되었기 때
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어찌 아
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쉴 집
이 있으며, 입을 것이 있고, 배 불리
먹을 수 있고, 아프면 치료 받을 수 있
는 곳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인지
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이 정말
어려울 때에 좋은 미국의 문명을 뒤로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 사람들
과 살면서, 선교하며, 의학도를 기르
며, 그 처참했던 땅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기도문을 쓰셨습니
다.
아프리카에 가고 올 적마다 그 기
도문은 제게 새 힘을 주며 불평의 말
을 거부하게 하며 기쁨으로 처한 환경
에서의 도전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 기도문를 간단한 형식으로 나누
기 원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 만 있다
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
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
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
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
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
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
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
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
게 해야 행복해 지는지 고민하지 않겠
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
다."
이러한 깨달음이 저를 이번에도 탄

자니아로 떠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
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체력도, 기
억력도, 지구력도 감소하는데..." 생각
하면서, 두려움이 제 마음에 슬며시
들기 시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
서는 때를 맞춰 제게 꼭 필요한 말씀
으로 두 주일을 연달아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더니, 모든 두려움을 걷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탄자니아로 떠나기
두 주일 전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제
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고 제가 하는 일을 알
길도 없으신데, 꼭 합당한 말씀을 주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 거수
일 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은 "부당한 처

사나 심한 대우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나."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실
과 그들의 경험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의심과 혼동을 겪게 되는데 이 때에
내 마음을 온통 다 주님께 말씀 드리
라고요. 그리고 주의 깊게 현명한 선
택을 해야 하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하
셨지요.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의 사람
들과 소통하면서 영원을 향한 큰 전망
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확실한 하나님께 앞 날을 믿고 맡기라
하셨어요.
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럼, 그렇
지. 이번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떠나기 바로 전 주일엔, 위험한 고
비를 맞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나."
하는 주제였습니다. 많은 비행 사고
와 교통 사고가 이 곳 저 곳에서 발생
되니 그것도 절 두렵게 하고 있었어
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권한의
주인 되시는 내 목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육신적, 영적, 감정적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는 것, 또 그 분께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
는 것, 그 분이 나의 현재와 미래의 풍
성한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선포함
이 위기 극복의 길이라 하셨는데, 늘
알던 말씀이지만, 떠나기 전처럼 제게
확신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단독 선교를 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 한
달을 아프지도 않고, 먹기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물론 사역도 흡족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흡
족하셨기를 바랍니다.
탄자니아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저는 빅토리아 호숫가의 네 마을을 사
역지로 받고 떠났습니다. 제가 할 사
역은 Kingdom Builders Bible Acade
my(KBBA) 라는 월드미션 프로티어가
시작한 목회자, 사모, 교회 지도자, 평
신도 등을 돕는 평생교육 과정 중, 한
과목을 맡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제 과목은 하나님이 지
으신 남녀의 상, 남녀의 역할, 화목한
남녀 관계, 불화한 남녀관계, 하나님
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청지기 직분을
더듬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첫 목적지에 이르기
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갈아 타기
세 번, 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여
행 시간만 거의 50 시간이 걸렸습니
다. 저는 이 여행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쉼의 시간이라 여겨 최대로 활
용하려 마음 먹으니 지루한 줄도 몰랐
습니다.
첫 번 간 곳은 무구무라는 곳으로
아주 전통을 존중하며 남성 우월 주위
가 심한 곳입니다. 그 곳으로 가는 버
스 길은 험하고 길어서 여섯 시간 넘
어서 도착했나 봅니다.
소도, 닭도, 염소도 길을 건너 다니
며 소 네 마리가 짐을 끄는 마차도 눈
에 뜨입니다. 맨 발 벗은 어린 아이들
이 길가에 옹기 종기 모여서 지나가는
저를 구경합니다. 한 자그마한 교회
엔 창문은 있지만 유리는 끼어있지 않
습니다. 산들 바람이 불어서 더위를
식혀줍니다.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아니면 걸
어서들 모여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먼 곳에서 두 시간 내지 네 시간
을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부끄
러운 저를 이들 앞에 세우셨지만, 나
의 최선을 다 할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며, 또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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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2)
모두 자녀가 많았습니다. 작게는
대 여섯에서 열 다섯까지 자녀를 두었
습니다. 형제 자매가 40명이나 되는
한 목사님도 계셨는데, 한 아버지에
세 부인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아
이들이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워 받는
다고 믿고, 아이들이나 가정에 신경을
끊은 분이 셨다지요.
이 목사님은 자라날 때에 삶이 너
무 지겨워 당신은 아들 하나 뿐이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게 지으
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가
더 위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기에 여자
나 아이 때리기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갔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하루 일곱 시간, 닷새의 수업을 진행
하였는데, 변화가 왔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들을 기르며 가
정을 세워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무구무에서 일정을 마치고, 수구티
라는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 갔습니
다. 작은 버스를 이용하여 가다가 멀
리 마중 나온 분을 만나 편한 차로 바
꿔 타며 목적지에 도착했지요. 호숫
가에 있는 숙소에서 다음날 만날 여인
들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제게는 통역하는 한 여인이 늘 함
께 있었는데, 그 곳 여인들의 고통스
럽고 슬픈 삶을 조금 이야기 해 주었
습니다. 여인들께 심한 폭행을 가하
는 것이 당연한 문화랍니다.
저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여인들만으로 구성된 세
미나로 열었습니다. 모두 크리스천을
초청했다는데, 무슬림 여인들도 여섯
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
을 얼마나 세밀하게 공교롭게 또 귀하
게 지으셨는지를 알렸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를 모으신 분은 남
자였고 퇴직공무원인데 처음부터 끝
까지 계셨습니다. 세미나를 마치자 제
발 다시 와서 도와 달라고 부탁합니
다.
모두 끝까지 공부에 임하였는데
정말 질문도 많습니다. 매일 공부가
끝나는 시간이면 상담을 받으려 줄 서
기다리는 여인들... 정말 딱한 사정도
많았습니다.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스물 여섯.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 아이 중 한
아이가 이름 모를 병으로 고생을 하는
데 치료 받을 길을 몰라 도움을 청합
니다. 남편이 당신이 첫 결혼이라 하
여 결혼했는데 여자가 셋이 더 있었답

니다. 물론 아이들도 주렁주렁. 다른
여자들과 남편의 박해가 심하여 친정
에 갔더니 먹일 것도 없고, 결혼 한 몸
이니 다시 돌아가 죽어도 그 집에서
죽으라 하여, 다시 돌아와 연명만 하
고 살고 있다는데 가슴에 병이 와서
너무 힘들데요.
들어 주기만으로도 그들은 좋은가
봅니다. 기도를 함께하고, 앞으로 운
행될 중앙 살림호의 소식을 전하며 위
로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이 "프로블
램"이라며 새 이름을 지어 달랩니다.
"너는 무어라고 불리기를 원하느냐?"
하니 모르겠다며 지어 달래요. "은혜
"라 지어 주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다음 날은 또 다른 여인이 찾아 왔
습니다. 자기도 이름하나 다시 지어
달라네요. 그 분의 이름은 "트러블"인
데 역시 제가 지어 주면 좋겠다 해서
"조이스"라고 지어 주며 함께 기도 했
습니다.
그 곳을 떠나 흙 길을 걷고 세 번
차를 갈아타며 무완자로 돌아 왔습니
다. 두 사모님들께서 만들어 두신 양
배추 김치는 너무 맛있었지요. 월드
미션 프론티어 무완자 센터에서 이틀
을 쉰 후, 이제는 빅토리아 호수를 배
로 건너는 여행입니다. 밤새워 열 한
시간의 여정이 끝나니, 아침이 되어
부코바에 도착했지요.
호숫가 가까이에 있는 월드미션
프로티어의 부코바 선교센터에서 기
다리고 있는 분들과 만났습니다. 대
부분이 집이 너무 먼 곳에 있어, 돌아
가지 않고 센터에서 숙식을 하며 머물
렀습니다. 두 목사님 만이 댁으로 갔
다가 아침이면 오토바이 타고 오십니
다. 신기하게도 이 곳에 오신 분들은
자녀가 다섯을 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사람 때리
는 것을 반대하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에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성경말씀은 때
려서라도 벌을 주어
자식을 길러야 된다
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 그
날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실천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에 갔다 오시는
두 목사님이 대표로
집에서 있었던 일들
을 발표하셨습니다.
부인은 변화된 남편의 행동에 의아해
하고 아이들이 아빠 곁으로 가까이 오
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네요.
그 곳에서 나흘 동안 수도 물도 나
오지 않고, 받아 둔 빗물도 없어, 힘
든 때에 동행하셨던 사모님께서 솔선
하여 3000리터와 5천리타 두개의 물
통 설치 작업을 시작 하시는 것을 보
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
며 기도하는 두 분을 밤에 모슬렘 이
와서 죽이고 갔는데, 한 사람이 겨우
살아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
을 듣고 떠났습니다. 작년에도 비슷
한 사건이 제가 그 곳에 갔을 때 일어
났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아직 누리
는 우리는 얼마나 복 된지 다시 깨달
았습니다.
이제 무완자로 다시 돌아가 새로
개교하는 KBBA의 학업을 시작하여
야 하는데, 배로 돌아가지 않고 버스
로 가기로 했습니다. 배 보다는 짧게
시간이 걸린다 해서, 호수를 끼고 가
면서 경치도 구경할 겸 택한 길인데,
왠 일이에요. 배로 갔더라면 호수에
서 고장 나서 돌아 가지도 못 할 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
신 분이십니다.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앉았던 모슬렘 여인이 전화기를 잃어
버렸다고 법석을 하는데, 경찰이 올라
와 모두 몸 수색을 합니다. 저는 손대
지 말라고 했어요. 모두 수색 끝나고
도 전화기가 나오지 않으면 내게 오라
고 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한 시간씩 지연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눈
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미국인이라
말하였더니, 두 말 없이 조사를 하지
않고 내려 버리더라고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모슬렘의

행패가 작게 크게 일어 나고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말 없이 당하기가 일 수
라네요. 개교 수업은 잘 마쳤지만, 전
통을 운운하는 많은 남자들의 기세가
눈에 들어 났습니다. 오신 분들께 질
문은 던지며 토론케 하였고 마지막에
저의 의견을 말 하였습니다.
제가 전통을 깨러 온 사람이 아니
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제
시하기 위해 왔노라고 말하였더니, 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
통, 전통하며 살아 왔는데 그 전통이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면, 새로운 안목으로 배운 것을 시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죠.
많은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결
단 하더군요.
이 목사님은 첫날은 혼자 오시더
니, 둘째 날 부인을 모시고 왔어요.
국민학교 선생님인데 국가 휴일이어
서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
서 말하고 왔다며 끝까지 수업에 참가
하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새롭
게 대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갈지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
다. 이 그룹에는 11시간 차로 먼 곳
에서 오셨다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의 마을에도 와 달라는 청이었습
니다. 선교사님께 전하였으니 좋은
일이 그들께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
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곳이 마
지막 사역지였습니다.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를 사용하
지 않고 한 달을 살았더니 참 시간도
많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문
명의 이기가 좋기도 한데, 잠깐씩 없
어도 살겠더군요.
제가 간 곳마다 아주 열정적인 사
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
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며 좋은 아빠가
되어 보겠다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뿌
듯합니다.
불편한 점도 많고, 집이 그리워 질
때도 있었지만, 산고를 겪고 그 고통
을 곧 잊는 엄마들처럼 탄자니아와 다
른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눈
동자며, 미소며, 배우기를 갈망하는
영혼을 생각하면 또 그립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제 삶이 풍요로워 진다고
말씀 드리면 거짓이 아닙니다. 떨어
뜨린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
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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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선교 의 발자국
조지영 간사 /월드미션프론티어 미주 본부

김지영간사/미주 본부사무실
20년 전 나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
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아직 자리잡
히지 않은 미래 때문에 바쁘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유학을 계획했던 남편을 따라 미국으
로 옮겨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이곳에
서 예쁜 아들도 낳았고 어느덧 미국으
로 이주한지 18년이 되어간다. 그간을
뒤돌아 보면 내 개인의 20년도 책한권
으로 모자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
다.
그런데 선교회의 20년이야 어찌
다 그 많은 일들을 설명할수 있을까.
이제 크리스챤 라이프를 섬긴지가
15년이 되어간다. 나의 이민의 역사와
크리스챤 라이프 월드미션의 역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15년 전 크리스챤 라이프를 처음
만났던 건 한국의 IMF, 경제 위기때문
이었다.
유학생인 우리에게 어떻게든 이곳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
했고, 대학시절 편집부에서 일하며 학
과의 소식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
서 그때처럼 신문을 만들며 가정경제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이 어려운
때를 버텨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선교에 대한, 섬김에 대한,
아프리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날 크리스챤 라이프에서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문을 만들기 위해 그때만 해도
모든 원고를 팩스로 받아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해야 했고, 타이핑을 하며
나에게 마음의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
다.
어느 날은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
던 기도의 제목이 팩스를 타고 들어온
어떤 목사님의 원고에 너무도 간결하
게 응답되기도 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며
준비시키셨던것 같다.
어린 한나와 창건이를 데리고 신문
을 돌리러 나가시는 사모님의 뒷모습
에서, 어린 자녀와 아내를 미국에 두
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위험
하다고 하는 르완다로 떠나시는 선교
사님의 뒷모습에서 선교가 뭐지?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 걸까? 많은 질
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미숙한 신앙과 의문들을 가지
고 시작했던 일이었다.

내가 겪고 보았던 15년의 시간만
해도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함께 울고 웃었다. 선교 사역
을 시작했던 15년 이전이야 더 큰 아
픔들이 있었으리라 짐작한다.
얼마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한국에서 성황리에 개봉했던 영화 이
순신 장군의 이야기 “명량”이 이곳
에서도 방영을 했다. 아이에게 한국
역사를 영화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늦은 저녁 온 가
족이 몰려가 오랜만에 영화를 감상했
다.
배 12척으로 330여척의 적군의
배들을 모두 침몰 시키고 대승을 거
두는 명량해전을 영화로 그린 이야기..
어려서부터 많이 배우고 들어 우리들
의 영웅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미 짐작이
가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모든
이야기가 마치 우리 선교회 이야기처
럼 느껴졌다.
때로는 근거를 알수 없는 이야기
들이 선교회와 사역자들을 힘들게 했
고, 다 지어놓은 배에 불을 질르고 도
망치는 부하와 같이 다 계획하고 만
들어 놓은 일들을 망쳐버리고 오히려
선교회를 힘들게 하고 뒤돌아 섰던
동역자들도 있었다.
늘 밖에서 보기엔 그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일
손들이었지만, 그 적은 일손들이
20년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 냈다.
늘 재정적으로 부족했지만, 감당
해야 할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
길을 경험했다.
전쟁터에서 따라오지 않는 배를
향해 책망을 부으는 대신 놔두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아프리
카 영혼 구혼 에 마음이 있는 동역
자들만이 모여 20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
그들이 그토록 목숨과 모든 것
들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
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장군과 그를 따랐던 부하들같이 우
리에게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앞장
섰던 선교사님과 헌신적으로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선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았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교회의 집회를 하던날, 같은 교인
으로써는 그리도 친절하던 집사님
이 선교회 간사로써 만났을때는 어
찌나 냉냉하고 말도 안되는 트집을
하는지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었다.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늘 말들은 하
면서 선교회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
도는 어찌나 차갑기만 한지…
아는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지만, 선교사
역이 늘 못마땅했다던 지인은 이번
에 만났을때 처음으로 선교회를 존
경한다고 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그토록 오
랜시간 열정을 쏟는걸 보니, 또 선
교회가 20주년을 맞는다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곳이 맞
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
리고 선교사역을 궁금하다고 했다.
지인을 안지18년만에 내가 선교회
를 섬긴지 15년만에 일이다.
20년이란 시간이 어쩌면 결과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라 하지만,
결과로 그 과정 또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토요일 선교회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몬트레이 바
닷가를 걸으며 선교사님이 나에
게 그러셨다. “지영 자매도 벌써
15년이 되었네. 우리 여기서 이
렇게 늙어가서 어쩌지?” 다같이
웃었지만, 내 맘속은 그랬다.
이렇게 늙어가서 얼마나 다행
인지.. 이렇게 귀한 곳에서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어딘
가 세상속에서 잡히지 않는 파랑
새를 따라다니며 늙어가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말이다.
20주년 간증문을 부탁받고서
여러 일들을 떠올리다 왈칵 눈물
이 쏟아졌다. 무슨 눈물일까? 알
수도 없는 눈물…
선교회의 20년은 그냥 눈물인
것 같다. 알수없는 눈물..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외로운…
그리고 정말 큰 박수를 보낸
다. 20년이란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던 최고의 수장 선교사님과 말
없이 그를 따랐던 모든 동역자분
들.. 험난했던 선교회의 배에서
함께 노를 저었던 모든 분들에
게..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지만, 이제
서야 섬김을 배워가는, 15년전
선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곳에서 늙어가는 나에게도…

2015년 아프리카 선교후원
후원회원
중보기도 후원회원: 중보기도로 후원(매
주 화요일 10시30분에 선교회 사무실에서
중보기도 참여)
정기후원: 매월 약정헌금
특별후원: 아프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제활동 교육, 건축 의료사역을 위한 특
별 지정헌금

선교활동
단기선교단원: 매년 7월에는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
으로 복음화 대회에 단기선교참여
단기코스 강사활동: 아프리카에 설립된 신학교, 예술
학교, 기술학교등에서 특별강사로 활동
장기선교사 파송: 단독 선교사를 파상하는 교회는 월
드미션프론티어를 파트너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
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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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었다.
그리고 쇠고기를 구입하였다.
그 곳의 쇠고기는 반 건조한 것
으로써 일반적으로 냉장된 고기
가 아니었다. 안타까운 것은 고
기를 썰 도마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 의자를 깨끗이
닦아서 도마로 사용하였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죄로 찌들어
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사의 현장에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한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도용도, 도둑
도, 화폐개혁도 없는 그 분만의 은행
에 내가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수고한
임금을 꼬박 꼬박 입금시켜놓고 계시
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 번 선교단원 중에서 비록 가장
적은 임금이 입급 된다 하여도 나는
찬양하리라.
나를 불러주신 주신 주님을 나는
노래할 것이다.
이제껏 살아온 나의 삶의 질을 업
그레드 하신 분께 나의 새 노랠 올려
드린다.
3일의 세미나를 금요일에 마치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야외에서 노방 전
도를 하기 위한 집회가 있었다. 누릿
누릿 말라버린 잡풀들이 벼 이삭이 누
렇게 영 글은 논처럼 보였다.
그 곳에 몰려온 현지인들은 햇빛
을 마주하며 땅에 앉았는데 우리 단원
들에게는 햇빛을 등지고 의자 위에 앉
으라 한다. 늘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선교라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뜨끔거린
다.
어딜 가나 춤과 음악을 제외한 아
프리카는 상상할 수가 없다.
천부적인 박자 감각과 음악성을
타고났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비
록 보여지는 것들은 좀 늦게 허락하실
지 모르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무
한한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
보이는 어떤 것들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내 적인 충만함이 리듬으로 노
래로 흘러 넘치는 것이리라. 음악 소
리가 울려 퍼지자 개미집에서 개미가
쏟아져 나오 듯 계속 몰려오는 인파들.
신앙이 있던 없던 소리에 이끌리어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 들판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춤을 추었다.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일렁였다. 빅토리
아 호수가 출렁거렸다.

얼마 후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
었는데 단지 음악소리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신한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였다. 그렇게 나아온 사람들을 위
해 기도해주고 훈련 받으신 전도자
들이 후속양육을 하기 위해 인적사
항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대형적인 노방 전도 집회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내게는 퍽이
나 인상적이었다. 나 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에스더 집사님 역시 마
찬가지 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날밤, 아프리
카 밤하늘의 별들을 마음의 앨범에
하나라도 더 꽂아놓기 위해 힘께 정
원을 거닐었다.
그 때 옆집에서 여러 개들이 짖어
댔다. 나는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개들도 전도집회를
열었나 봐요. 아마도 지금은 새 신자
를 위한 중보에 열중하는 기도를 드
리고 있는 것 같아요.’하였다.
믿음의 귀로 듣는 것 같았다. 어
떻게 그런 착상을 할까.
그리고 정원에 아이보리 색을 띤
분꽃같이 생긴 꽃이 땅쪽으로 얼굴
을 숙이며 피어있었다.
그 것을 보고도 그 집사님이 한
마디 하였다. 저 꽃들의 모습이 ‘바
로 겸손의 극치’라고 말이다.
선교지에 와서 지내는 동안 그 집
사님의 영성이 장성해가는 것을 보
면서 나와 비교하게 되었다.
나는 과연 이 단기 선교를 통하
여 얼만큼 성장하였는가? 퇴보하였
는가?
선교의 현지에서도 보고 배우는

것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다.
백문이 불 여 일견이라는 것처
럼 직접 가서 한 번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의 보고를 듣는 것과 비교할 수
가 없다.
그런데 선교의 현지도 그렇지만
역시 함께 한 동 역자들이야말로 글
이 없는 교과서 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을 기억들로 나의 선교의 앨범을
빛내줄 동역자들이다.
물론 현지에도 함께 뛰어준 동
역자들은 물론 선교라는 소중한 사
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준 분
들의 숨은 섬김은 늘 마음을 뭉클하
게 한다. 그 분들의 물질이란 벽돌
과 중보라는 시멘트로 영혼 구원 역
사의 축대와 다리를 이어가는 것이
다.
그래서 현지에 가신 분들도 선
교사이지만 뒤에 남아서 무릎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역시 동
일한 선교사님들이다.
그 다음 날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에 밀려드는 평온함 가운데 작게라
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식사를 준비
하고 싶었다.
집을 통째로 배려해주신 감독님
식구들에게 한국식 음식을 말이다.
그 분들은 쌀로 밥을 짓지만 돌과
함께 씹어 먹는다.
조리나 우둘 두툴한 쌀 바가지
가 있으면 돌을 고르는데 훨씬 쉬울
터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다만
납작한 바구니로 키질을 하여서 밥
을 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 끝에 비인 버
터 플라스틱 용기에 칼로 구멍을 내
어서 임시적인 조리를 만들이 쌀을

중류층 이상의 가정인데도 양
념이라고는 소금과 설탕 뿐이었
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식료품
에 가서 간장 비슷한 소스를 구
입해서 파인애플을 넣고 정성껏
불고기를 양념하였다.
솜씨도 솜씨지만 제대로 양념
이 있었다면 훨씬 맛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가슴에서 덜어낸 낸
비타민 L (Love)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마요네즈를 가까스로 구
입해서 양배추로 샐러드를 만들
었다.
불고기와 샐러드와 오이무침
과 계란말이 등으로 저녁을 차려
온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
온 가족이 입을 짭짤하며 얼
마나 맛있게 드시던지…….비록
많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음미하며 나누는 저녁 식사였다.
이번 아프리카의 마지막 밤에
하늘을 보며 나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다.
문명의 도시에서는 숨어있던
무수한 별들과 대화하였다. 이
번 선교에서 다 섬기지 못한 나
의 아쉬움을! 그리고 안타까움
을! 별들의 눈망울에 전하였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성숙하고 준비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우리 단원이 떠나던 날 새벽
에 감독님과 자녀들이 다 기상했
다. 새벽 별이 그들의 눈동자 안
으로 내려 앉아 반짝거린다.
품질 좋은 다이아몬드 보다
더……… 그리고 그 별들이 우
리들의 눈 안으로도 들어왔다.
아! 선교는 별들의 세계구나
……..저 무수한 별들의 합창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군하며
올라가는 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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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계도시축전, 아프리카 4개국 11개도시 참여
아프리카의 이슬람화를 방지하는 선교 자원의 확보, 아프리카의 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기위해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 개발 기구로 카이드(KAID) 설립하고 첫 사업으로 추진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세계의 이슬람화가 급격
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오일머니의
투입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이슬람
화를 막아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교회 산하에 KAID(Korea Africa
Investment and Development)라는
아프리카 개발기구를 설립하고 활
동중이다.
KAID는 한국과 미국, 아프리카의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선교를 강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 네트워
크, 자원개발, 한국기업의 진출, 선
교 자립농장 개발 등의 사업을 진
행중에 있다.
카이드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네
트워크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도시
및 기관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인

적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농업연
수, 보육원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카이드는 한국 기독교 기업의 아프리
카 진출을 통해 아프리카의 개발을 돕고
한국기업의 진출과 한국의 자원확보를
돕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한국기업인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
해 2007년에는 아프리카 정치계지도자
40명이 부산 수변도시회의에 참가하였
으며, 2009년에는 아프리카 4개국 11개
도시가 인천도시축전에 참가했다.
아프리카 도시관의 설치는 한국의 무
영건축(회장 안길원)에서 부스 설치비를
기부해 주었으며, 아프리카 11개 도시 관
계자의 한국왕복 항공료은 인천 도시축
전측에서 제공해 주었다.
이번에 인천 도시축전에 참가한 국가
는 콩고,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4개국
이다. 콩고에서는 킨샤사, 고마, 베니, 무

웽가, 우비라, 부카부등 6개도시에서 참
가했다. 탄자니아에서는 부코바, 무완자,
무소마 등 3개도시, 우간다의 캄팔라와
르완다의 키갈리 시가 참가했다.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10월 25일
폐막되었다.
폐막식에서는 KAID가 관람자들의 설
문조사와 주최측의 평가에 따라 3위에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대회 주최측에서는 그동안 관람자들의
설문조사에서 우수 도시관을 조사하였는
데 관람자 설문내용은
1) 성의있는 아프리카 정보 및 진열
2)스텝의 근무태도및 관람객질문에 대
한 설명
3)볼거리와 아프리카문화 댄싱과 북 체
험코너
4) 아프리칸 현지인 상근 점수등이 조
사되었으며,

주최측의 점수기준은
1)부스열기 및 닫기 시간엄수
2) 자원봉사자와의 융화
3) 상근자의 성실도
4) 관람객 영접 등을 평가 기준을 삼
았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은 2009년
8월 7일 부터 10월 25일 까지 인천광역
시 연수구 소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되는 도시 박람회이다. 원래 엑스포로 개
최하려 했으나, 국제 박람회 기구 측이
2010년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에서 개
9
최되는 엑스포와 주제가 같고, 기간이 공
인 엑스포와 같아 행사 명칭을 변경할 것
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여 조직위원
회는 명칭을 엑스포에서 축전으로 바꾸
고, 세계 주요 도시들과 함께 다국적 기
업도 유치하기로 하였다.

선교사역

27.World Mission Frontier

카이드는 미래를 위한 선교전략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특별 사역팀 구성하여 현지인 중심으로 사역 추진
KAID, Korea Africa Investment and
Development is an investment
Company that was officially inaugurated
in 2007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company is to invest in Africa and
also to awaken investors from Korea
and USA and else where in the World
to come to Africa and invest their
money which will lead to Development
of Africa. KAID helps investors to get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that will
facilitate them to know where they can
invest there money in these countries
where KAID is established.

ABOUT KAID
1. KAID as an investment company,
we shall invest in various projects in
different places that are beneficial to
the Company and basing on the
capacity of the company.
2. We will make known of the
company to local natives, to the
investors and our governments
purposely to get partners of the
Company
FOR INVESTORS:
3. We will stand for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investors before the
law in Africa and else where and this
will base on the consent of both parties
that is the company and the investor.
This will be done for the welfare of our
benefits basing on what the terms of
agreement will coincide to
4. We shall also facilitate the
investors by getting them experienced
people in studying and preparing
projects, the technicians or other

S t ud y i ng
I n K o rea
Manz i Dan ny
S tudyin g in
H an d o n g Gl obal U ni versity
was an o p p o r tu ni ty to get th e
kn owled ge s o t hat I can s erve
A fr ican co ntine n t ve ry
efficientl y.
S haring exp e rie n ces w i th
fello w s tuden ts during the
fo ur year s w as a g ood c h an ce
to k n ow peo p l e fro m a roun d
the wo r l d ; in a d diti o n it was a
go o d o p p o rtun ity to beco m e
fr iend s.
H an d o n g Gl obal U ni versity

experts so that the selected projects
will be well studied according to what
the people around need
5. We will bring into contact, the
business people of Africa with other
business men of other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is, we will organize
study tours in different countries,
organize meetings and more other
activities that will facilitate business
people share experiences and also can
work together in various things
6. We will also bring in contact, the
investors with the government leaders
which will facilitate in making known the
activities that the investors owe to do in
the country. This is very vital because it
gives the investors a guarantee of their
property and security with in the country.
Also this will helps the investors to do
their projects according to the VISIONS
of the countries where they want to
invest their money
ACTIVITIES IN KOREA: The activities
that were conducted in Korea, basically
here I will talk about the EXHBITION
that took place in Incheon from
7th/8/2009 through 25th/10/2009. I will
talk about KAID as a company that
represented Africa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particularly
Incheon City. A lot of activities were
conducted and they left a very big
Impact to Africans. Briefly I will
introduce a few of them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done great
things in Africa
1) The government of Korea
facilitated participants from Africa to
take part in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where by 10 people

as a C h risti a n U ni versity
e mpowe re d me not only with
cl as s k n owl e dge bu t al so m y
s p i ritual l ife a s w e h a d te a m
fell o wshi ps an d We dne sda y
ch ap el wa s a good tim e f or
me.
Tho u gh I was e xci ted to
s tudy i n H an don g un ive rs i ty,
th ere a re s ome cha l l enges
whi ch I had t o o vercom e ;
H and ong G lo b a l Uni vers i ty is
a c ompe ti tive u n ive rs i ty, fi rst
o f al l i t is n ot ea sy to be
adm i tted i n th at u ni vers i ty,
th ere fore stu den ts wh o get
ch an ce to b e a d mitte d i n
H and ong gl obal u nivers i ty
th ey have to s tud y v e ry hard .
I rem e mber that m o s t o f m y

fro
m
Afri
c a
part
icip
ate

d representing different cities of Africa.
This was vital because Africans met with
various investors, they discussed a lot and
shared experiences and finally concluded
by accepting to come to Africa and invest
their money
2) Africans who participated in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were able to put
into light and make known to numerous
people the treasures of Africa through
journals and the televisions. A number of
people would visit Africans through out
the exhibition wanting to know more about
the wealth and treasures of Africa.
Through out these conversations they
were able to present their requests and
what they exactly need so that Africa will
develop.
3) African participants gained a lot
from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according
to the report they submitted after they had
come back from Korea, they are saying
that through what they learnt from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they have changed
their attitude, their way of doing things
and their way of thinking and more others.
And these are the very things that Africa
needs in order to develop.

tim e I s pen t in H an do n g
Uni versity I co u ld n 't sleep
more th an t wo t o t h ree h ours
someti mes n o s lee p at all . A ll
tho s e e x p erie nce s w ere to
trai n m e h o w to w ork hard in
my mi ni stry in the future.
Livi n g wi th di fferent
peo p l e i n d ormito ry was an
opportun i ty to h ave
in tera ctio n w ith d ifferen t
peo p l e a n d le arn a bout th ei r
coun trie s a n d the ir c ultures,
thi s he l ped t o o p e n my m i nd
to o the r peo p l e a n d li ve wi th
the m pati en tly.
I le arn ed a l o ts o f thi n gs
from m y profes s o rs, th eir l o ve
an d sh ari ng wi th th em n ot
onl y cl a s s s u bje cts b ut also

In conclusion, we would like to appreciate
the visionary of KAID finally who put it into
action. KAID came as response to Africans.
Therefore KAID will facilitate in changing
very many things according to attitude,
performance and the way of thinking of
Africans.
We are thankful to World Mission
Frontiers that has not ceased to support KAID.
We continue to request you that go a head
with supporting us until we have the capacity
to support our selves
On behalf of KAID- Korea Africa
Investment and Development I would like to
request that the collaboration between KAID
and the government of Korea will continue to
be strong because we still need a lot from
them as Africans. We still need the
government of Korea, the Koreans them
selves and the investors at large. KAID as a
company came into existence for both of us
so we are requesting you to work with us by
investing your money and we are also
promising you better services and cooperation.
Otherwise come close to us and work with us
to in investment world wide particularly Africa.
May the peace of God prevail, wishing

th eir e xp erien ces m a de me to
th ink how to p repare a n d
wo rk fo r m inistry.
As G l obal Man a gem en t a nd
ps ycho l ogy co unseling m a jo rs
I am t o u se all kn owled ge
acqui red and e xp erien ces t o
pro m o te m y ministry to
achi eve o ur vis io n
Th rough Rev. Pa ul Kim , I
was ble s sed to s tudy in
Han d o n g Univers ity, the
knowle d ge I acquired t h ere i s
a tool to wo rk h ard , ex ten d
our visio n , an d ach ieve o ur
mi n i s try m issio n .
I pray t ha t G od us e m e fo r
th e change o f Africa t o f ulfill
th e vis ion fo r G o d 's gl o 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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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초청 사역

2006 아 프 리 카

5개 국

교 계 , 정 계 지 도 자

71명

한 국 방 문

18박 19일간 세미나 및 산업시찰로 교회부흥과 국가 발전비젼가져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깨우기 위
한 선교전략의 일환으로 월드미션 프
론티어(대표 김평육선교사)가 추진한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 컨퍼런스를 무
사히 마쳤다.
100명의 교계.정치계.경제계 지도
자들을 초청한 지도자 컨퍼런스에는
71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참석하
여 성황을 이루었다.
르완다(11명), 탄자니아(17명), 우
간다(39명), 콩고(3명), 부룬디(1명) 등
총 71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2006년 10월 13일과 14일에 인천
공항에 도착한 대표단은 양수리 수양
관에 마련된 숙소에서 시차적응을 하
고 15일 부터 공식행사에 참석했다.
15일 주일에는 사랑의교회, 분당
한신교회 등 서울지역 대형교회의 주

2007월 드 미 션

일배에 참석하고 저녁 7시에는 분당
새벽 월드교회(담임 이승종목사)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가했다.
이날 환영예배는 월드미션 프론티
어와 한-일기독교 의원연맹(회장 김
영진장로), 성시화 운동본부(본부장
전용태장로)등이 공동으로 주최하였
으며, 아프리카와 한국의 정치계, 경
제계, 법조계 등을 연결하여 아프리카
개발을 돕기 위한 "한국-아프리카 친
선협회"를 창립하게 됐다.
10월 16일 부터 20일 까지 5일간
열린 지도자 세미나는 양수리 수양관
에서 아침 6시30분 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계속되었는데, 김준곤목사,
김항안목사, 명성훈목사, 김추성교수,
박종천교수, 이윤재목사, 김창배목사,
김평육목사,이대복목사 등이 강사로

프 론 티 어 ,아 프 리 카

참여했다.
10월 20일에는 아프리카 5개국 대
표 10명이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제군
종 포럼에 참가하여 군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었으며, 10월 21일
(토)에는 논산 훈련소에서 열린 진중
세례식에 참가하여 3천 명의 훈련병
들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프리카의 군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
10월 23일(월)-10월 24일(화)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하여 1박 2일
간 한국인의 개척정신을 배우고 아프
리카에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은 정신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
카를 깨우기 위한 사역으로 내년에는
30명의 연수단을 선출하여 가나안 농
군학교에서 3개월간 위탁교육을 받아
아프리카에 정신교육 훈련원을 설립
하기로 결정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발전한 한국
의 모습이 아프리카 5개국 지도자들
을 놀라게했다.
10월 25일(수)에는 구리시가 제공
한 차량으로 남양주에 소재한 고센
농장을 방문하여 기술적으로 고속득
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
으며, 구리시를 방문하여 쓰레기 재처

6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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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을 견학했다.
10월 26일(목)에는 인천시의 후원
으으로 인천시정을 견학하고 한국의
국제화 계획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못
했으며, GM 대우를 방문하기도 했다.
10월 27일(금)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동양공업전문대학을 방문,
한국의 IT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
한 강의를 받았다. 동양공업전문대학
측에서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강의를 준비하고 앞으로 아프
리카 대학생들에게 유학의 기회를 주
기로 결정하였다.
10월22일(주일) 과 29일(주일)에는
서울과 인천등지에 있는 한국교회를
방문하여 한인성도들과 함께 얘배드
리며 설교하는 기회도 가졌다.
10월 29일(주일) 저녁에는 월드미
션 프론티어가 마련한 송별예배에 참
가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한강 유
람선을 대절하여 3시간 동안 유람선
상에서 송별예배를 드렸는데 이날
203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가했다.
10월 30일에는 2천 여 목회자.사
모들이 참가한 수원 힌돌산 기도원
목회자 세미나에 참가하고, 이어 연세
중앙교회(담임 윤석전목사)를 방문했
다.

성 공 적 으 로

마 쳐

10월 3일 부터 10월 30일까지 18일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도 이슬람 정권에 의해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수단 난민여성들이 함께
참석해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워 주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선
교사)는 2007년 아프리카 지도자 한
국 초청 선교 컨퍼런스를 무사히 마
침으로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교류 관
계를 크게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한 이
번 지도자 초청에는 여성지도자, 교
계지도자, 정치계지도자 등 110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올해에는 르완다,
콩고,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외에

워가 코리아 세계여성지도자 대회
10월 13일 한국에 첫발을 내린 방
문단중 여성팀은 워가코리아(위원장
이형자)에서 할렐루야 교회에 마련한
숙소에 머물며 10월 15일 부터 10월
19일까지 횃불회관에서 열린 "세계여
성지도자 대회"에 참석했다.
교계 지도자 및 정치계 지도자들
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광림세미나
하우스에 별도로 마련한 숙소에 여정
을 풀고 19일까지 새마을 운동, 자연
농법 등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워가코리아 개막식에 참가했다.
산업시찰, 한국교계의 환경, 정치
계 지도자들의 일정은 별도로 마련되
어 진행됐다.
아산시-무완자시 자매결연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충

남 아산시를 방문한 탄자니아 무완자
시장 일행 9명은 10월 22일 아산시와
자매 결연식을 가졌다. 월드미션 프
론티어 김평육선교사의 주선으로 무
완자 주지사의 아산시 방문(4월)과 아
산 시장의 무완자 방문(7월)을 통해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
아산시는 앞으로 농업기술 전수,
유학생 지원 등 무완자 시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장 방문
탄자니아 대통령 비서실장, 우간
다 국회 외무위원장, 콩고 주지사 및
2개주 국회의장등 일행 15명은 10월
23일 안상수 인청시장을 방문하여 인
천-아프리카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
를 논의했으며, 10월 26일 -10월
28일까지 열린 인천 중소기업 박람회
에 아프리카 투자기회를 설명하는 설
명회를 가져 아프리카가 한국에 한
껏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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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의 섬김의 사역 은혜중에 마치고 열매맺기를 기다려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아
프리카 지도자 한국초청 선교 컨퍼런
스”를 은헤 중에 마쳤다.
특히 아프리카의 전통 예술단
60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제 4회 세
계 사회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서울
과 경기, 충청지역에서 문화 축제에
참가하여 아프리카의 전통 무용과 음
악을 선보였다.
9월 25일 한국에 입국한 전통 예
술단 60명은 9월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사회체육대회에 참가하
고 10월 1일 서울에 도착했다.
10월 1일 부터 10월 14일까지는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준비한 일정
에 따라 5개의 예술단의 공연이 여러
장소에서 펼쳐졌다.
탄자니아의 마라 팀은 당진군에서
개최한 문화축제에 참가하였는데 당
진군 주민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당진군과 탄자니아 마라
주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세계 무형문화축제
를 준비하고 아프리카의 부코바 팀을
개막식에 초청하여 공연을 가졌다.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한 부코바 전

통팀은 개막식 마지막에는 한국의 사
물놀이와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문
화가 어울어지는 공연을 선보이며
2만 명의 관중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
았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탄자니아 무완자의 수쿠마 부족 팀의
공연도 부천시와 강동구청 등에서 준
비한 축제에서 갈채를 받았다.
콩고의 노스키부주와 사우스 키
부주 전통 예술단도 인천시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참가하여 콩고의 기업투
자 기회를 설명하며 춤과 음악으로
한국인들의 마음에 한 껏 가까이 다
가가는 기회를 가졌다.
아프리카 전통예술단은 찬양과 춤
을 준비하여 온누리교회(서빙고 및
양재)를 방문하여 공연을 갖기도하였
고, 서울신학대, 인천내리교회, 부천
제일교회, 효성교회, 등 교회를 방문
하여 은혜를 나누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창립된 보
엠(대표 윤성원)은 김혜진 교수를 주
축으로 아프리카 공연단과 함께 뮤지
컬 공연을 준비하여 대학로 엘림홀에
서 3일간의 공연을 가지며 한국 언론
의 관심을 끌었다.
10월 14일 아프리카 전통 예술단
이 행복한 마음으로 귀국한 후 월드
미션 프론티어는 70명의 아프리카 여
성지도자를 영접했다. 르완다, 탄자니
아, 콩고, 캐냐, 우간다 5개국에서
70명의 여성지도자들이 한국에 초청
된 것. 미국과 한국의 금융위기를 만
나 당초 150명을 초청할 예정이었으
니 인원을 축소하여 70명이 초청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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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에는 아프리카 여성지
도자들을 환영하는 환영행사로 진행
됐다.
분당 새벽교회(담임 이승종목
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장로(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송윤기
목사(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무), 배
태진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이
준장로(전 국방부장관), 전용태 장로
(성시화운동 이사장), 장상목사(전 국
무총리서리), 김영진장로(한국-아프
리카 친선협회 대표, 민주당 국회의
원), 장헌일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
총장) 등이 참가하여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을 환영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수
동 기도원과 영산 수련원에서 열린
선교 컨퍼런스는 김평육선교사(리더
십, 건강한 공동체), 이만석선교사(이
슬람의 정체), 이상래목사(셀처치), 이
문희박사(파렌팅, 가정), 노신영집사
(가정세미나), 강인자 전도사(전도세
미나), 정미연교수(리더십), 이진만집
사(새마을운동) 등의 강의가 있었고,
이태희목사(민족 복음화운동 총재)의
마지막 날 설교로 은혜를 받았다.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협력 및 이화
여대 방문도 수확
10월 24일(금)에는 서울신학대학
교에서 열린 보육학과가 아프리카 여
성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세
미나에 참여하고 부천지역의 보육시
설을 견학하였다.
특히, 이날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
표 김평육 선교사)와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목창균 교수) 간에 선교협력협
정에 서명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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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선교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견학한
주지사 부인등 여성 지도자들은 아프
리카에도 어린이집등의 어린이 조기
교육시설을 시작하기로 하고 인천 유
아교육 연합회(회장 이상우)와 협력하
기로 했다.
10월 27일에는 황중선 중장( 1군
단장)의 배려로 전방 시찰과 땅굴 견
학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 뒤에 숨겨
진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
였다.
10월 28일(화)에는 한국 여성지도
자 교육의 요람인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이화여자대학교가 마련한
글러벌 여성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
고 이배용 총장이 마련한 만찬에 참
여하였다. 앞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
와 이화 여자대학에 공동 노력으로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추진하기
로 논의했다.
10월 29일에는 국회의사당을 방
문하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의원회
관에 마련한 환영리셉선에 참석하였
으며, KBS를 견학하였다.
10월 1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짧은 일정이지만 알차게 시간을 보낸
일행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대문
시장,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쇼핑하
며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이번에 열린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을 위해 미국에서는 이문희박사,
노신영집사, 강인자전도사, 조종애권
사, 신옥현권사, 조혜자집사, 김진희
집사, 정현집사 등이 참여하여 봉사
하였다.

초 청

80명의 정계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 세미니와 산업시찰에 참여

11월 9일 부터 23일까지 2주간 동
안 80명의 정치계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준비
한 세미나와 산업시찰에 참여했다.
11월 11일-14일 세미나, 11월
15일(주일)에는 한국-아프리카 친선협
회(대표 김영진장로)가 주관하는 환영
예배,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산
업시찰로 진행됐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2006년 부터 매년 아프리카의 기독교
계, 정치계, 경제계, 여성계 지도자들
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3주간의 일정

으로 세미나와 산업시찰을 통해 아프
리카 지도자들에게 발전에 대한 새로
운 비전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왔다.
그동안 400명 가량의 아프리카 지
도자들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초청
으로 한국을 방문한바 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초청하
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지만
저희 선교회는 성공적으로 선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김평육선교사는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1) 한국을 방문했던 아프리카 지
도자들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현지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 행적적으로 많
은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부지, 농장
부지, 복음화집회 행사 진행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지도
자들이 세미나와 산업시찰등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그 정신을 경험하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돌아가 적용하고 있다.
(3)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지도

자들이 친한 인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서 한국 선교사들이나 기업인들에게
우호적이다.
(4)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
카의 이슬람화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
으로 한국인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아
프리카 진출을 돕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통해 기업진출을 돕고 있
다.
(5) 한국 정부는 현재 자원외교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데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한국정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선교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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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월드미션 프론티어 20주년 다큐제작을 위하여)
최은미 PD
이런 연약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두려워하던 저에게 점점 주님께서 주
시는 담대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선야~!!
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아프리카
단기선교 떠나기 1시간전에 남편이
저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벌써 공항에 도착해서 대기해야
할 시간인데.. 공항에서 기다리시던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놀
라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못하고 가방을 들고 출발..
얼마나 속도를 냈던지 30분도 안되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작별 인사할 때 울 것 같다고 하던
남편과 아이와는 작별 인사 할 시간
도 없이 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
다. 저의 아프리카 단기선교는 그렇
게 시작 됐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는 여
러 차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받고 남편도 아이도 저도 순종함으로
결정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아
침에 일어나 이 결정에 걱정과 후회
로 머리를 베개에 박은 적이 한 두 번
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보지 못한 곳에
대한 두려움, 벌레에 관한 걱정, 남편
이 밥은 잘 챙겨 먹을지에 대한 걱정,
딸 아이 돌보는 것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
을까? 에 대한 걱정, 걱정,걱정……

아프리카 선교를 결정한 후.. 올해
에도 팔레스타인으로 선교를 가기로
했던 저희 가족의 계획에 차질이 생
겼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과 여러 가지 경
비로.. 재정이 많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실 여름 단기선교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아프리카 인가보
다’ 라고 생각하고 재정에 대해서는
포기 했죠.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결정하고 어
느 날 새벽예배 후 김영련 담임 목사
님을 찾아 뵙고 아프리카 단기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내놓지도
않았던 재정 문제에 대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아멘’ 으로 응답하
며.. 이 축복에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딸 아이에게 일어나
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
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놀라며 저
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 은미야.. 월
급 한달 치 더 나온데..’ 생각지도 못
했던 일 이었습니다.
어느날 은 갑자기 황요셉 장로님
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은미 자매
님.. 카메라를 한대 더 가져 가세요.”.
….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
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카메라를 한
대 더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
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자비로 방송용 카
메라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가기 직전에 알
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맨으로 가시기로 하신 분
이 못 가신다는 천청벽력 같은 소식..
카메라를 가지고 가게 되서 다행이
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밀려오는 두
려움..
과연 내가 다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 하는 저의 모습에.. 딸
민지가 저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는
저의 두려움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 엄마.. 하나님은 엄마의 눈으로 하
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기 원하시고

찍기 원하시는 것 같아.. “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보살피고 또 짧은 기간이 아닌 아이
픽업, 드랍을 해야 하는 문제는 만만
치 않은 숙제였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동안 바쁜 사정으로 연락
도 못하고 지냈던 딸아이 친구 엄마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프리카 가는
소식 들었다고 하시며.. 부탁도 드리
지 않았는데.. 본인이 다 돌봐주겠다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빨리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
며 시작된 단기선교..
하지만 도착해서의 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와줄 남편도 없고 모든 것을 스
스로 해야하는 상황.. 새벽부터 밤 늦
게 까지 일정.. 결국 저는 간지 일주
일도 되지 않아 저혈압으로 쓰려졌습
니다.
다행히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의사
한 분을 동행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금방 깨어났지만 깨어난 후
드는 생각….. 선교사님께, 그리고 같
이 간 분들께 너무도 죄송한 맘이 들
더군요.
남편에게 급히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또 다시 시작된 일정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한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든 팀원들 중에서 가장
힘들게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강했습니다.
배가 아파 음식도 가리고 찬물로
샤워도 못하던 제가 아무거나 잘 먹
고.. 또 찬물로 거침없이 샤워도 하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 렌턴을 켜고 모
기장안에서 홀로 큐티를 할 때면.. 주
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저를 채우심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카메
라를 들고 산을 오르고 내리며.. 쪽배
를 타고 섬으로..들로..다니며…
지역을 이동 할 때면 보통 차로
10시간을 타야 하는 상황들….
이 만만치 않은 일정을 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불가
능한 일 이었습니다.

김평육 선교사님께서.. 어느날 저
에게 그러시더군요..
‘처음에 시름 되던 저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보하고 계신지알수 있다고
… 그기도로 덕분에 선교사님도 건강
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이지 그곳에서 그 기도의 위
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도해주시고 후
원회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응답을 받
고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저뿐만 이 아
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를 간증을 나눠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ㅎㅎㅎ
그래서 제가 혼자 무언가를 하면
걱정걱정하며 다 도와 주려고 하는
자상한 남편이죠..
하지만 이번만은 그럴 수 없는 현
실이 너무도 걱정되고 힘들었다고 합
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통
해.. 남편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려놓음’을 배우고 훈련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단기선교.. 재미있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왜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라고 하셨던
몽골 길요한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맞습니다. 힘들었고.. 또 힘들었습
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칭
얼대는 저를 보시며 주님은얼마나 힘
드셨을까요?? ….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
하면서 동참했을 때.. 주님께서 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저의 마
음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동참케
하신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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