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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프론티어   

우간다 종합 대학교 설립인가, 1996년 부터 꾸준히 준비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

육)는 우간다 선교센터를 메인 캠

퍼스로 하는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  설립의  꿈을  갖고 

1996년 캄팔라 근교에 20에이커

의 부지를 마련하고, 그동안 벽돌 

한장 한장을 쌓아 건축한 건물을 

바탕으로 대학교 설립 인가 신청

서를 제출했다”는 김평육 선교사

는 “현재의 시설로 대학교를 운

영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우간다 

“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교 설립의 1차 관문

인 ‘Letter of Interim Authority’

를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우간다 고

등교육국(NCHE)이 권장하는 시

설을 보충하고 교수진과 직원을 

확보하는대로   “Provis ional 

License”를 받아 2019년 학생모

집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천 5백만 인구의 우간다 전국

에는 현재 42개의 대학교가 있는

데 8개 대학이 챠터드(Charter) 대

학이며, 34개 대학이 Provisional 

License로 운영되고 있다. 

UWMF를 포함한 4개의 대학이 

LIA(Letter of Interim Autority)를 

받아 대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

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재 우간

다,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부룬

디 5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현제 13개 선교센터를 건축중에 

있는데 우간다에서 라이센스를 받

으면 우선 르완다 “키갈리 캠퍼

스”와 탄자니아 “이솔래 캠퍼

스”에 분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UWMF는 우간다 고등교육국이 

권장하는 교수실(2층), 도서관(2층) 

및 학생회관 건축기금을 공개 모

금할 예정이다.

학생모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원 채용이 시급하나 현지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진을 채

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

서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할 교수

진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관련기사 4페이지>

월드미션 프론티어

전화 (408) 345-1727 

www.hismission.org     africa.vision.2020@gmail.com

르완다 찬구구 어린이 교회의 모습 

SEP-DEC, 2017 

부족한 시설확장과 교.직원영입하고, 2019년신입생 모집      

UWMF-KBBA 졸업식 

http://www.hismis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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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간 저를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나

를 알지도 만난적도 없는 사람들의 비판이었습니

다. 엇그제 선교사역을 후원할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은 어느 장로님이 아내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

한다고 하시더랍니다.

"협력하지 않고 일을 나누지 않는다”

"선교현장에 가지 않으면서 자녀교육만 시켰다." 

...

**

터무니 없는 비판과 모함으로 마음이 피곤할때

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위로의 메세지가 전달되

곤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단에 참여했던 단원이 

카톡으로 보낸 위로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지나친 칭찬이지만) 이런 격려의 말이 선교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말이

라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

매일 매일 쏟아져 올 카톡들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소음이 될까

마음이 쓰이면서도 보내게됩니다.

아프리카 다녀온 후

이상한 증상입니다.

소소한 것도

아름다운 것들도

좋은 것

기쁜 것들도

모두 단기팀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그 일의 도구이신 선교사님과 단기팀을 

무척이나 맘에 담아두게 되었나봅니다.

선교사님의 책

'내 마음을 쏟아노라'를 읽었습니다.

절절히 전해져오는

선교사님의 아프리카에 대한

하나님 사역에 대한

그 마음이 전해져

다시 긴 글을 쓰게 되었나봅니다.

93년 ccc일본 단기선교갔을 때

일본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간증에서 기억나는 것은 "내가 달

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 바울의 고

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메시지만 기억납니다.

아~나도 언젠가 저런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했

습니다.

이 말씀에 선교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신 분

그런 분을 가까이서 뵙다니 이 얼마나 큰 감사이

고 은혜인지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듯 

저도 사랑하시나 봅니다. 

선교사님 처럼 귀하게 하나님 섬기시는 분을 한

달 동안이나 가까이서 직접 뵐 수 있었다니..̂ ^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삶으로 전해지는 신앙

삶이 신앙. 믿음 그자체인 사람

그런 참 신앙인을 만남이 제게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늘 깨어 있어야겠지요.

변치않는 그 선교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인 나아감을 위해..그 기도가 선교사님을 위한 기

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

오늘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네요~

사역을 잘 마무리하신

우리 선교사님 

참 멋지십니다.~(굿)

감히 존경합니다~~^^

살면서 존경하는 분을 만난다는 것 쉽지 않고 

제게도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삶

늘 응원하고

존경하는 맘

변치않길 소원해봅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

***

산교사들에 대하여 비판만 일삼는 분들...

이젠 그만 합시다.

저는 이런 격려의 편지를 보낼줄 아는 많은 사람

들과 동역하고 있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완전

히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셨답니다.

선교사의 삶을 가까이 경험하고, 전쟁터와 같은 

선교현장에 참여해 보시고 말 하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로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봅

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www.hismission.org

대표 김평육선교사 

www.hismission.org

2018 아프리카  선교대회, 1월 21일 부터 2월 10일           

2018년 

1월 21일 (주일)- 22일 (월) : 1차팀 출국

1월 23일 (화) : 1차팀 르완다 키갈리 도착

1월 24일 (수) : 휴식 및 전쟁 기념관 방문

1월 25일 (목) : 르완다 찬구구 이동

1월 26일 (금) : 빈민촌 방문. 선교대회 (1)

1월 27일 (토) : 콩고 우비라 이동 

      (*콩고입국 불가할 경우 찬구구 활동)

1월 28일 (주일) : 카통고 센터 개원 예배

           * 2차팀 출국(미국.한국)

1월 29일 (월) : 난민촌 방문, 

1월 30일 (화) : 1차. 2차팀 키갈리 도착

1월 31일 (수) : 키갈리 시티 투어

2월 1일 (목) : 선교센터 준공식. 선교대회(2)

2월 2일 (금) : 우간다로 이동 (항공편)

2월 3일 (토) : 대학교 설립축하, 선교대회(3)

2월 4일 (주일) : 주일예배

           ( * 탄자니아 무완자로 이동)

2월 5일 (월) : 선교대회 (4)

2월 6일 (화) : 병원선 승선 및 사역지 탐방

2월 7일 (수) - 2월 8일 (목) : 국립공원 사파리

                 (새링게티 1박, 다에스살람 1박)

2월 9일 (금): 미국. 한국으로 귀국

* 탄자니아에 1주간 더 체류하는 참가자들은 별

도의 사역 일정이 마련됩니다.

   

*선교대회 1-4

  강사진 : 아프리카 현지 기독교. 정치계 지도자, 

           2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1차 의료선교단 : 2월 4일 - 2월 14일 

    *더 투게더 

2차 의료선교단 : 2월 17일- 2월 24일 

  *아산 병원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있는 목회자. 교회 선교위원. 선교사지망자. 아프리카 기업선교 희망자  

아프리카에 종합대학교를 설립합니다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Project)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우간다 고등교육국(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으로 부터 대학교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설립허가 (Letter of Interiam Authority)를 취득하였습니다. 

  고등교육국에 권장하는 시설을 보충하고 교직원 임용를 확정하면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설보완과 교직원 채용에 총 3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벽돌 한장, 세멘트 한 포대의 작은 정성으로 아

프리카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 U.W.M.F 총장 김평육 올림 

1. (자비량) 교수. 행정직원을 모집합니다. 

   학과 : 신학과, IT학과, 경영학과, 농축산학과 

   자격 : -해당학과의 교과목 강의에 경험있는 분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 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분 

   기간 : 2년 사역후 연장 가능 (*사택제공) 

   개교 : 2019년 1월 부터 

2. 대학교 설립기금(30만 달러)을 후원해 주십시오 

   (1) 우간다 캠퍼스시설 건축 (4개학과 개설)

      - 도서관 신축 (2층-7만)     - 교수실 증축(2층- 5만)

      - 식당.학생회관 신축(2만)   - 운동장(1만)

   (2) 르완다 키갈리 캠퍼스 (경영학과, It학과) : 강의실(4만)

   (3) 탄자니아 이솔래(농축산학과) : 강의실.사무실 (6만)

   (4) 교직원 채용등 설립기금 (5만) 

선교헌금�보내실�곳: World Mission Frontier  (www.hismission.org)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전화문의 (408) 345-1727 

《아름다운 동행-위로와 격려의 말》

http://www.hismis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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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간 저를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나

를 알지도 만난적도 없는 사람들의 비판이었습니

다. 엇그제 선교사역을 후원할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은 어느 장로님이 아내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

한다고 하시더랍니다.

"협력하지 않고 일을 나누지 않는다”

"선교현장에 가지 않으면서 자녀교육만 시켰다." 

...

**

터무니 없는 비판과 모함으로 마음이 피곤할때

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위로의 메세지가 전달되

곤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단에 참여했던 단원이 

카톡으로 보낸 위로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지나친 칭찬이지만) 이런 격려의 말이 선교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말이

라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

매일 매일 쏟아져 올 카톡들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소음이 될까

마음이 쓰이면서도 보내게됩니다.

아프리카 다녀온 후

이상한 증상입니다.

소소한 것도

아름다운 것들도

좋은 것

기쁜 것들도

모두 단기팀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그 일의 도구이신 선교사님과 단기팀을 

무척이나 맘에 담아두게 되었나봅니다.

선교사님의 책

'내 마음을 쏟아노라'를 읽었습니다.

절절히 전해져오는

선교사님의 아프리카에 대한

하나님 사역에 대한

그 마음이 전해져

다시 긴 글을 쓰게 되었나봅니다.

93년 ccc일본 단기선교갔을 때

일본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간증에서 기억나는 것은 "내가 달

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 바울의 고

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메시지만 기억납니다.

아~나도 언젠가 저런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했

습니다.

이 말씀에 선교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신 분

그런 분을 가까이서 뵙다니 이 얼마나 큰 감사이

고 은혜인지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듯 

저도 사랑하시나 봅니다. 

선교사님 처럼 귀하게 하나님 섬기시는 분을 한

달 동안이나 가까이서 직접 뵐 수 있었다니..̂ ^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삶으로 전해지는 신앙

삶이 신앙. 믿음 그자체인 사람

그런 참 신앙인을 만남이 제게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늘 깨어 있어야겠지요.

변치않는 그 선교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인 나아감을 위해..그 기도가 선교사님을 위한 기

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

오늘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네요~

사역을 잘 마무리하신

우리 선교사님 

참 멋지십니다.~(굿)

감히 존경합니다~~^^

살면서 존경하는 분을 만난다는 것 쉽지 않고 

제게도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삶

늘 응원하고

존경하는 맘

변치않길 소원해봅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

***

산교사들에 대하여 비판만 일삼는 분들...

이젠 그만 합시다.

저는 이런 격려의 편지를 보낼줄 아는 많은 사람

들과 동역하고 있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완전

히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셨답니다.

선교사의 삶을 가까이 경험하고, 전쟁터와 같은 

선교현장에 참여해 보시고 말 하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로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봅

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www.hismission.org

대표 김평육선교사 

www.hismission.org

2018 아프리카  선교대회, 1월 21일 부터 2월 10일           

2018년 

1월 21일 (주일)- 22일 (월) : 1차팀 출국

1월 23일 (화) : 1차팀 르완다 키갈리 도착

1월 24일 (수) : 휴식 및 전쟁 기념관 방문

1월 25일 (목) : 르완다 찬구구 이동

1월 26일 (금) : 빈민촌 방문. 선교대회 (1)

1월 27일 (토) : 콩고 우비라 이동 

      (*콩고입국 불가할 경우 찬구구 활동)

1월 28일 (주일) : 카통고 센터 개원 예배

           * 2차팀 출국(미국.한국)

1월 29일 (월) : 난민촌 방문, 

1월 30일 (화) : 1차. 2차팀 키갈리 도착

1월 31일 (수) : 키갈리 시티 투어

2월 1일 (목) : 선교센터 준공식. 선교대회(2)

2월 2일 (금) : 우간다로 이동 (항공편)

2월 3일 (토) : 대학교 설립축하, 선교대회(3)

2월 4일 (주일) : 주일예배

           ( * 탄자니아 무완자로 이동)

2월 5일 (월) : 선교대회 (4)

2월 6일 (화) : 병원선 승선 및 사역지 탐방

2월 7일 (수) - 2월 8일 (목) : 국립공원 사파리

                 (새링게티 1박, 다에스살람 1박)

2월 9일 (금): 미국. 한국으로 귀국

* 탄자니아에 1주간 더 체류하는 참가자들은 별

도의 사역 일정이 마련됩니다.

   

*선교대회 1-4

  강사진 : 아프리카 현지 기독교. 정치계 지도자, 

           2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1차 의료선교단 : 2월 4일 - 2월 14일 

    *더 투게더 

2차 의료선교단 : 2월 17일- 2월 24일 

  *아산 병원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있는 목회자. 교회 선교위원. 선교사지망자. 아프리카 기업선교 희망자  

아프리카에 종합대학교를 설립합니다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Project)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우간다 고등교육국(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으로 부터 대학교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설립허가 (Letter of Interiam Authority)를 취득하였습니다. 

  고등교육국에 권장하는 시설을 보충하고 교직원 임용를 확정하면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설보완과 교직원 채용에 총 3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벽돌 한장, 세멘트 한 포대의 작은 정성으로 아

프리카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 U.W.M.F 총장 김평육 올림 

1. (자비량) 교수. 행정직원을 모집합니다. 

   학과 : 신학과, IT학과, 경영학과, 농축산학과 

   자격 : -해당학과의 교과목 강의에 경험있는 분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 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분 

   기간 : 2년 사역후 연장 가능 (*사택제공) 

   개교 : 2019년 1월 부터 

2. 대학교 설립기금(30만 달러)을 후원해 주십시오 

   (1) 우간다 캠퍼스시설 건축 (4개학과 개설)

      - 도서관 신축 (2층-7만)     - 교수실 증축(2층- 5만)

      - 식당.학생회관 신축(2만)   - 운동장(1만)

   (2) 르완다 키갈리 캠퍼스 (경영학과, It학과) : 강의실(4만)

   (3) 탄자니아 이솔래(농축산학과) : 강의실.사무실 (6만)

   (4) 교직원 채용등 설립기금 (5만) 

선교헌금�보내실�곳: World Mission Frontier  (www.hismission.org)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전화문의 (408) 345-1727 

《아름다운 동행-위로와 격려의 말》

http://www.hismis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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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선교센터는 1996년 부지를 마

련하고 채플과 강의실 등을 건축하여 

2014년까지 초등학교를 운영했었다.

2014년 부터는 초등학교를 인근  초

등학교와 병합하고 대학교 설립을 준비

해 왔다.

기존의 건물들을 대학교 용도로 변경

하는 공사를 계속하였고, 행정사무실을 

증축하고 도서관과 학생회관 및 운동장

을 추가로 건축할 예정이다. 

2014년 부터 시작된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non-accredited 과정으로 시작된 신학교임에

도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고 학업을 계

속하고 있다. 신학대학원.대학교는 NCHE의 

인가와는 별도로 아프리카 신학교 협의회에 가

입을 진행하고 있다.

캄팔라 시내에서 8마일 거리의 교외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대학교 주변이 교외 주

택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가 설치 되었고, 내년 부터는 대

학부지에서 70미터 거리에 엔테베 공항으로 

가는 하이웨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앞으

로 대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1. 우간다 선교센터 UWMF 메인 캠퍼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우간다에 종

합대학교 설립허가(LIA)를 취득하고 

대학교 개교를 위한 Provisional 

License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개모금 한다. 

UWMF(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메인 캠퍼스는 우간다 캄팔

라 근교 Nsangi Sub-county에 소재

해 있다.

“96년에 20에이커(2만 5천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지난 20년 동안 벽

돌 한장 한장을 꾸준히 쌓아 왔다.”

는 김평육 선교사는 “현재 까지 채

플(1), 강의실 (10), 기숙사 (80명), 사

무실 (5), 임시 도서실(1), 교수 숙소 

(4)등을 마련했다.”고 현황을 밝혔다. 

대학설립 허가 신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NCHE(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는 지난 5월 30일 

“Letter of Interim Authority”(설립

허가)를 발급했다.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일정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1) NCHE에서 권장하

는 도서관(2층), 행정사무실(2층), 식

당, 운동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교수

진과 직원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

NCHE가 추가로 권장하는 건물의 

건축과 교직원 확보를 위해 우간다 

본교 캠퍼스에 총 20만 달러의 경비

가 필요하다.

우간다 대학교가 License를 받으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5개국 선교센터

에 분교 설립이 가능하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재 13개 선

교 센터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1차로 르완다 키갈리와 탄자니

아 이솔래 선교센터에 분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회계

학과와 IT학과를 두고 있는데 대학교

육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UWMF의 

경영학과와 IT학과를 개교한다.

탄자니아 이솔래는 농.축산대학 설

립을 목적으로 생게레

마  디 스 트 릭 트 와 

MOU를 체결하고 2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한 상

태여서 농축산 대학교

의 건축이 시급하다.

르완다와 탄자니아 

분교 강의실 건축에도 

추가로 10만 달러의 추

가 예산이 필요하다.

“2019년 개교를 준

비하기 위해 총 3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

다”는 김 선교사는 각 

교회 앞으로 호소문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408) 345-1727 

UWMF 설립기금 

- 우간다 본교

1. 도서관 신축(2층) : 7만 달러

2. 교수실 건물(2층 증축) : 5만 달러

3. 학생식당 : 2만 달러

4. 운동장 : 1만 달러 

- 르완다 키갈리 분교

1. 강의실 3동 : 4만 달러

-탄자니아 이솔래

1. 강의실 및 사무실 : 6만 달러

-대학교 교직원채용 예비비 : 

  5만 달러

(총 30만 달러 모금 목표) 

전화문의 (408) 345-1727 

 2017년  10대 주요사역    대학교 설립 모금활동     

탄자니아 이솔래 농과대학   

dml 대학교 설립을 위한 공개 모금 활동    

탄자니아 무완자주 생게레마 디스트릭트에는 농

과 대학교설립을 위해 생게레마 디스트릭트와 

MOU를 체결하고 150에이커의 부지 사용을 허락

받아 조선소를 건축하고 현재 병원선 2호선을 제작

중에 있다.

대학교 건물 건축에 앞서 우선 채플을 건축하였

는데 지난 7월 교회가 시작되어 100여 명의 성도들

이 참여하며 유치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곳은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 2호선의 주 정박

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 병원과 의과

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게레마 디스트릭에서는 농.축산대학

교 설립을 협약하였기 때문에 대학교 설

립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대학교 설립을 인가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물을 별도로 건

축해야 하지만, 우선 우간다에 설립되는 

UWMF 분교로 농축산 대학을 시작 할 

수 있다.

강의실 5개와 세미나실, 사무실 건물을 건축하면 

농.축산대학을 시작할 수 있고, 10만 평 정도의 부

지를 농장으로 개발하여 실습장으로 활용할 예정

이다.

UWMF는 우간다 캄팔라와 탄자니아 생게레마에 

설립되는 농.축산 대학교에서 교수직에 참여할 자

원 봉사자를 찾고 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문의 

(408) 345-1727 

UWMF에는 신학과, IT학과, 경영학과, 농축산학과 

등 4개 학과가 개강될 예정인데 학생모집을 위한  

Provisional Licens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임

용이 시급하다.

UWMF는 현지인 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설립단계에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분

간 자비량 교수진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Ph.D학위를 가진 풀타임 교수

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2,000-2,500달러 정도

의 사례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대학교의 시작단계에

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적으로 막대한 인적 자산을 갖

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많은 은퇴 인

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

면 교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김평육 선교사는 신학과, IT학과, 경영학과, 농축산학

과에서 강의할 수 있는 석사. 박사 학위 소지하고 봉

사할 수 있는 교수진을 찾고 있다.

매월 생활비와 현지 사역경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 교수진은 우간다 UWMF캠퍼스(전 학과), 

르완다 키갈리 캠퍼스(신학, IT, 경영), 탄자니아 이솔

래 캠퍼스(농축산.원예)에서 교수로 활동한다.

대학교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행적, 기술직으로 

봉사할 자원봉사단도 사역에 동참 할 수 있다. 

UWMF 교직원 지망자는 최소 1년 이상 현지에서 

사역하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인텐시브 강의에 참여

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408) 345-1727 (213) 663 - 3710 

석사.박사 학위 소지 교수진 모집    

르완다 키갈리 센터 It학과, 경영학과, 신학과 개설   
월드미션 프론티어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

터에는 월드미션 고등학교(WMSS), 국제학

교 유치원, 신학대학교.대학원이 운영중이

다. 고등학교에는 회계학과와 IT학과가 개

설되어 있어 UWMF의 경영학과와 IT학과의 

분교를 키갈리 센터에 설립하여 WMSS학생

들의 대학교 진학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야간대학교로 개교하면 고등학교와 

신학대학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 학업에

도 지장이 없다. 

키갈리 선교센터는 키갈리시 주택단지에 

자리잡고 있고 시내버스이 종착역이 있어 

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한 곳이어서 야간대학

교 개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교실이 부족

한 실정이어서 이번 대학교 설립 모금 목표

에 키갈리 센터에 교실 3동의 건축비 4만 

달러를 포함하여 모금할 예정이다. 

이로서 키갈리 선교센터는 국제학교, 신학

대학원.대학교, 고등학교와 일반대학교로 

사역할 수 있게 된다.

키갈리 분교에서 대학교육에 참여할 자비

량 교수진을 모집한다. 

경영학과와 It학과, 신학과의  강의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 

문의 (408) 345-1727 

 

목표액 30만 달러 - 건축 25만 달러, 교직원채용 5만 달러  

은퇴교수, 자비량 선교사 환영   

교육용품 컨테이너 도착 

우간다 대학교를 위해 보낸 40피트 컨테이너

도  9월초 캐냐 몸바사 항구에 도착하고 우간다 

캄팔라로 이동하여 세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르완다 키갈리로 수송한 40피트 컨테이너가 

도착하여 현지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UWMF대학교 설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학교 물품을 수송할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한국에서 물품을 수집하여 탄자

니아와 우간다로 수송할 예정이다.

음향장비, 프로잭터, 접이식 의자 등 많은 학

교 비품의 후원이 필요하다.  

동아프리카의 중심 우간다에 설립되는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는 우간다 뿐 아니라 월드미션 프론

티어의 선교지 르완다,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에도 분교를 

설립하고 인재양성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신학교육 뿐아니라 경영학과, IT학과, 농축산학과를 개설

하여 인재양성의 폭을 넓혔습니다. 우간다 NCHE로 부터 

LIA를 받은 상태여서 약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교직원을 

확보하면 Provisional License를 취득하고 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교직원 모집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김평육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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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선교센터는 1996년 부지를 마

련하고 채플과 강의실 등을 건축하여 

2014년까지 초등학교를 운영했었다.

2014년 부터는 초등학교를 인근  초

등학교와 병합하고 대학교 설립을 준비

해 왔다.

기존의 건물들을 대학교 용도로 변경

하는 공사를 계속하였고, 행정사무실을 

증축하고 도서관과 학생회관 및 운동장

을 추가로 건축할 예정이다. 

2014년 부터 시작된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non-accredited 과정으로 시작된 신학교임에

도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고 학업을 계

속하고 있다. 신학대학원.대학교는 NCHE의 

인가와는 별도로 아프리카 신학교 협의회에 가

입을 진행하고 있다.

캄팔라 시내에서 8마일 거리의 교외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대학교 주변이 교외 주

택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가 설치 되었고, 내년 부터는 대

학부지에서 70미터 거리에 엔테베 공항으로 

가는 하이웨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앞으

로 대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1. 우간다 선교센터 UWMF 메인 캠퍼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우간다에 종

합대학교 설립허가(LIA)를 취득하고 

대학교 개교를 위한 Provisional 

License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개모금 한다. 

UWMF(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메인 캠퍼스는 우간다 캄팔

라 근교 Nsangi Sub-county에 소재

해 있다.

“96년에 20에이커(2만 5천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지난 20년 동안 벽

돌 한장 한장을 꾸준히 쌓아 왔다.”

는 김평육 선교사는 “현재 까지 채

플(1), 강의실 (10), 기숙사 (80명), 사

무실 (5), 임시 도서실(1), 교수 숙소 

(4)등을 마련했다.”고 현황을 밝혔다. 

대학설립 허가 신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NCHE(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는 지난 5월 30일 

“Letter of Interim Authority”(설립

허가)를 발급했다.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일정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1) NCHE에서 권장하

는 도서관(2층), 행정사무실(2층), 식

당, 운동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교수

진과 직원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

NCHE가 추가로 권장하는 건물의 

건축과 교직원 확보를 위해 우간다 

본교 캠퍼스에 총 20만 달러의 경비

가 필요하다.

우간다 대학교가 License를 받으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5개국 선교센터

에 분교 설립이 가능하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재 13개 선

교 센터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1차로 르완다 키갈리와 탄자니

아 이솔래 선교센터에 분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회계

학과와 IT학과를 두고 있는데 대학교

육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UWMF의 

경영학과와 IT학과를 개교한다.

탄자니아 이솔래는 농.축산대학 설

립을 목적으로 생게레

마  디 스 트 릭 트 와 

MOU를 체결하고 2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한 상

태여서 농축산 대학교

의 건축이 시급하다.

르완다와 탄자니아 

분교 강의실 건축에도 

추가로 10만 달러의 추

가 예산이 필요하다.

“2019년 개교를 준

비하기 위해 총 3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

다”는 김 선교사는 각 

교회 앞으로 호소문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408) 345-1727 

UWMF 설립기금 

- 우간다 본교

1. 도서관 신축(2층) : 7만 달러

2. 교수실 건물(2층 증축) : 5만 달러

3. 학생식당 : 2만 달러

4. 운동장 : 1만 달러 

- 르완다 키갈리 분교

1. 강의실 3동 : 4만 달러

-탄자니아 이솔래

1. 강의실 및 사무실 : 6만 달러

-대학교 교직원채용 예비비 : 

  5만 달러

(총 30만 달러 모금 목표) 

전화문의 (408) 345-1727 

 2017년  10대 주요사역    대학교 설립 모금활동     

탄자니아 이솔래 농과대학   

dml 대학교 설립을 위한 공개 모금 활동    

탄자니아 무완자주 생게레마 디스트릭트에는 농

과 대학교설립을 위해 생게레마 디스트릭트와 

MOU를 체결하고 150에이커의 부지 사용을 허락

받아 조선소를 건축하고 현재 병원선 2호선을 제작

중에 있다.

대학교 건물 건축에 앞서 우선 채플을 건축하였

는데 지난 7월 교회가 시작되어 100여 명의 성도들

이 참여하며 유치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곳은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 2호선의 주 정박

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 병원과 의과

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게레마 디스트릭에서는 농.축산대학

교 설립을 협약하였기 때문에 대학교 설

립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대학교 설립을 인가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물을 별도로 건

축해야 하지만, 우선 우간다에 설립되는 

UWMF 분교로 농축산 대학을 시작 할 

수 있다.

강의실 5개와 세미나실, 사무실 건물을 건축하면 

농.축산대학을 시작할 수 있고, 10만 평 정도의 부

지를 농장으로 개발하여 실습장으로 활용할 예정

이다.

UWMF는 우간다 캄팔라와 탄자니아 생게레마에 

설립되는 농.축산 대학교에서 교수직에 참여할 자

원 봉사자를 찾고 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문의 

(408) 345-1727 

UWMF에는 신학과, IT학과, 경영학과, 농축산학과 

등 4개 학과가 개강될 예정인데 학생모집을 위한  

Provisional Licens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임

용이 시급하다.

UWMF는 현지인 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설립단계에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분

간 자비량 교수진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Ph.D학위를 가진 풀타임 교수

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2,000-2,500달러 정도

의 사례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대학교의 시작단계에

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적으로 막대한 인적 자산을 갖

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많은 은퇴 인

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

면 교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김평육 선교사는 신학과, IT학과, 경영학과, 농축산학

과에서 강의할 수 있는 석사. 박사 학위 소지하고 봉

사할 수 있는 교수진을 찾고 있다.

매월 생활비와 현지 사역경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 교수진은 우간다 UWMF캠퍼스(전 학과), 

르완다 키갈리 캠퍼스(신학, IT, 경영), 탄자니아 이솔

래 캠퍼스(농축산.원예)에서 교수로 활동한다.

대학교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행적, 기술직으로 

봉사할 자원봉사단도 사역에 동참 할 수 있다. 

UWMF 교직원 지망자는 최소 1년 이상 현지에서 

사역하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인텐시브 강의에 참여

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408) 345-1727 (213) 663 - 3710 

석사.박사 학위 소지 교수진 모집    

르완다 키갈리 센터 It학과, 경영학과, 신학과 개설   
월드미션 프론티어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

터에는 월드미션 고등학교(WMSS), 국제학

교 유치원, 신학대학교.대학원이 운영중이

다. 고등학교에는 회계학과와 IT학과가 개

설되어 있어 UWMF의 경영학과와 IT학과의 

분교를 키갈리 센터에 설립하여 WMSS학생

들의 대학교 진학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야간대학교로 개교하면 고등학교와 

신학대학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 학업에

도 지장이 없다. 

키갈리 선교센터는 키갈리시 주택단지에 

자리잡고 있고 시내버스이 종착역이 있어 

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한 곳이어서 야간대학

교 개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교실이 부족

한 실정이어서 이번 대학교 설립 모금 목표

에 키갈리 센터에 교실 3동의 건축비 4만 

달러를 포함하여 모금할 예정이다. 

이로서 키갈리 선교센터는 국제학교, 신학

대학원.대학교, 고등학교와 일반대학교로 

사역할 수 있게 된다.

키갈리 분교에서 대학교육에 참여할 자비

량 교수진을 모집한다. 

경영학과와 It학과, 신학과의  강의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 

문의 (408) 345-1727 

 

목표액 30만 달러 - 건축 25만 달러, 교직원채용 5만 달러  

은퇴교수, 자비량 선교사 환영   

교육용품 컨테이너 도착 

우간다 대학교를 위해 보낸 40피트 컨테이너

도  9월초 캐냐 몸바사 항구에 도착하고 우간다 

캄팔라로 이동하여 세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르완다 키갈리로 수송한 40피트 컨테이너가 

도착하여 현지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UWMF대학교 설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학교 물품을 수송할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한국에서 물품을 수집하여 탄자

니아와 우간다로 수송할 예정이다.

음향장비, 프로잭터, 접이식 의자 등 많은 학

교 비품의 후원이 필요하다.  

동아프리카의 중심 우간다에 설립되는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는 우간다 뿐 아니라 월드미션 프론

티어의 선교지 르완다,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에도 분교를 

설립하고 인재양성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신학교육 뿐아니라 경영학과, IT학과, 농축산학과를 개설

하여 인재양성의 폭을 넓혔습니다. 우간다 NCHE로 부터 

LIA를 받은 상태여서 약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교직원을 

확보하면 Provisional License를 취득하고 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교직원 모집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김평육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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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번 여름 아프리카 

3개국에서 할렐루야 축구단(감독 이영무목

사), 보엠 뮤지컬(대표 오성원), CCC찬양비전

팀(대표 박종술목사)을 초청한 어린이 선교대

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부터 한국 프로 리그를 떠나서 해외 선

교에 전력하기로 결정한 할렐루야 축구단은 

그 첫 사역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초청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였다.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방문한 할렐루야 축구

단은 축구경기를 통한 스타디움 대형전도집

회를 개최하였다. 

아프리카의 특성상 경기장에는 1만명 이상의 사

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형

전도집회가 되었다. 탄자니아 무완자 스타디움과 

우간다 마사카시의 빌라 축구단 전용구장에서 현지 

프로팀과 경기를 가졌다.

할렐루야 축구단은 청소년 축구교실을 열어 아프

리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 탄자니아 무완자 지역에서 6개 고등학교, 

우간다 상기지역에서 12개 고등학교에서 축구교실

을 열었다. 

할렐루야 축구단 코치 서현철 목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체계적인 전문

기술을 배우지 못해 기본기가 약하여 체계적인 훈

련을 통해서 기술을 보완하고 그들이 가진 꿈에 희

망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코칭을 통해

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복음적 메시지를 통하

여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

다.”라고 축구교실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말해주었다.

2006년부터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동역하고 있는 

김혜진교수(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인솔한 보엠뮤

지컬은 그동안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보엠 뮤지컬 현지팀을 훈련해 왔는데 이번 여름 한

국 전문인들과 합동 공연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재학생 4명과 르완다 키갈리

에서 탄자니아에 도착한 3명의 현지인 보엠팀은 김

혜진교수와 함께 무완자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가졌

다.

할렐루야 축구단이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동안 보엠 뮤지컬팀은 르완다 키갈리에 도

착하여 키갈리 고등학교 보엠팀을 훈련하고 

KBBA졸업식에서 공연하였다.

CCC찬양비전은 한국과 미국에서 5명의 

단원이 참가하여 르완다와 우간다에서 사역

하였다. 르완다에서는 키갈리 어린이교회 

찬양집회와 ACC졸업식 찬양집회를 인도했

고, 우간다에서는 위십세미나와 난지가지역 

부흥집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여름 단기사역에는 미국 교포 2세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북가주지역에서는 신형진(11학년), 김민지(12학

년) 학생이 참가하여 로보트 컨트롤 프로그램 특강

을 열었다. 농구 코칭 라이센스를 소지한 조인규

(12학년)학생은 키갈리 고등학교에 농구부를 창단

하고 코칭해 주었으며, 임채정(대학1학년)학생은 키

갈리 고등학교에 축구 코치로 축구부를 창단하였다 

UC Davis에 재학중인 존 임(3학년)군은 아프리카 

고등학교에서 보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할렐루야 축구단, 보엠뮤지컬, CCC찬양비전이 함께 한 아프리카 단기선교         

월드미션 프론티어 소속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

와 각 지부 간사를 미국 본부로 초청한 사명자대

회를 5월 30일 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진행했

다. 최 다인엔 교수를 주 강사로 초청하여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5월 28일 주일 상항중앙장로교회(담임 권혁천

목사)에서 선교보고의 시간을 가졌고, 5월 31일 

수요일에는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이강웅

목사)에서 선교보고대회를 갖기도 했다.

6월 3일 토요일에는 북가주지역의 기자들을 초

청하여 우간다에 대학교 설립 인가 소식을 알리

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6월 4일 주일에는 산호세온누리교회(담임 김영

련목사), 산호세 순복음교회, 노엘장로교회(담임 

윤민학목사)에서 예배를 드렸다.

6월 5일 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은  서부 관광을 

마친 선교사 일행은 6월 11일(주일)에 상항소망

교회(담임 이동학목사), 상항제일장로교회(담임 

박용준목사), 몬트레이 중앙장로교회(담임 임진태

목사), 소망장로교회(담임 이동학목사), 섬기는교

회(담임 이재서목사), 산호세밸리교회(담임 윤상

희목사)에서 6월 14일(수)에는 산호세 새소망교회

(담임 조다윗목사)에서 선교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선교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협력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

1. 간증집회 초청과 선교사 개인 후원금 지원 ; 

상항중앙장로교회. 몬트레이제일교회. 순복음선

교교회. 노엘장로교회. 소망장로교회. 몬트레이중

앙장로교회. 섬기는교회. 산호세밸리교회. 상항제

일장로교회, 산호세 새소망교회 

2. 숙박시설제공 ; 다이안최. 남상우. 로뎀의 그

늘

3. 민박 및 픽업봉사 ; 이문희. 노신영. 다이안최. 

존임. 최은미.

4. 식사초청 ; 정해진선교사. 몬트레이제일장로

교회. 상항중앙장로교회. 이용주목사. 헨리양장로. 

문창준장로. 이석주목사. 정돈진집사. 백리리사모

5. 특별헌금(선교대회) ; 산호세온누리교회. 몬

트레이제일장로교회. 다이안최교수. 조길호장로. 

이석주목사. 노엘장로교회

6. 차량지원  ; 섬기는교회 12인승

UWMF - KBBA 과정의 2017년 수료식이 지난 

7월 28일(금) 르완다 키갈리센터에서 성대하게 거행

되었다. 아프리카 4개국 12개 캠퍼스에서 120명의 

졸업생과 배우자등 400명이 키갈리 캠퍼스에 모여 

3박 4일간 예행연습과 졸업세미나에 참석하였다.

38명이 Certificate 과정 졸업, 40명이 Diploma 과정 

졸업, 42명이 Bachelor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학위식

에 참가한 것.

탄자니아의 새링게티 KBBA 졸업생들은 2일간 버

스편으로 키갈리에 도착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시간 이상의 버스편으로 키갈리에 도착하였다.

선교회에서는 3박 4일간 400명의 참가자들에게 숙

식을 제공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한인 성도들

의 기도와 후원으로 불편함 없이 졸업식을 감당했다.

졸업식을 위해 120벌의 졸업가운과 졸업장을 한국

에 주문하여 단기선교단원들이 아프리카로 수송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42명의 학

생중 15명의 학생을 목사로 안수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와는 별도로 Church of World Mission 

Frontier라는 교단을 설립하고 UWMF졸업생중 

CWMF교단 소속으로 동역을 원하는 졸업생을 교단 

소속 Pastor목사로 안수하고 있다.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Pastor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이상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별도로 Reverand목사 안수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월

드미션 프로티어 정현선교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

로 Reverand목사로 안수 받아 현지 사역팀과 같은 

구성원으로 교회사역을 시작한다. 

키갈리 선교센터 운동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7시간 

동안 진행된 졸업식에는 800명 이상의 축하객이 모

여 졸업과 목사 안수를 축하했다. 

르완다 전통예술단, 보엠뮤지컬, CCC찬양비전의 

찬양으로 졸업식의 열기기 뜨거웠다.

학위수여는 김평육 총장, 노신영 학장이 진행하고 

Pastor목사 안수식은 CWMF총무인 만지다니 목사가 

집례하고 정현 목사의 안수는 심창근 안수위원장 목

사가 집례했다. .  

 2017년  주요 행사    
 2017년  주요 행사    

KBBA졸업식, 르완다 키갈리센터에서  

 한국 유학 아프리카 학생 여름 수련회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 간사 초청 사명자대회         

한국에 유학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여름수련회가 6월 28일 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포항 YPC수양관에

서 열렸다.

 제2회 아프리카 유학생 수련회는 

“리더십”을 주제로 최다이엔 교수를

초청했다. 

현재 한국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보낸 유학생들이 연고가 된 많은 아프

리카 학생들이 유학중이어서 이들을 

위한 모임의 필요성에 따라 여름수련

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규모를  축소하여  대구 

ACC맴버를 중심으로 30명의 아프리

카 학생들이 수양회에 참가했고 여름 

단기선교팀이 동참했다.

“아프리카 유학생 여름 수련회를 통

해 유학생들에게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을 소개하고 미래의 비전을 나누

며 아프리카로 귀국한 후에 선교사역

에 동역자를 찾는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아프리카 유학생 수련회

에 단기선교단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

다.

아프리카로 출국하기 전 아프리카 학

생들과 3박 4일간의 생활을 통해 아프

리카를 가까이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앞으로 더 많은 

유학생을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어서 

매년 여름 유학생 수련회를 더욱 알찬 

프로그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여름 수련회는 6월 27일 부

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열 예정이며 

단기선교단은 7월 2일 출국한다. 

아프리카 4개국 12개 캠퍼스 120명 학위수여  

월드미션 프론티어 양진성

홍보대사가 2차로 아프리카

를 방문한다. 

지난 7월 단기선교단에 참

여했던 양진성 홍보대사는 

바쁜 일정으로 탄자니아에

서 2주간 사역을 마치고 먼

저 귀국했었는데 “아프리

카 선교현장에서 받은 은혜

가 너무 컷고, 르완다를 방문하지 

못해 아쉬었다”며 “이번 추석 연

휴를 이용해서 친구와 함께 르완다

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선교회에 

전해왔다.

양진성 홍보대사는 르완다에서 

사역하는 임지혜 선교사가 키갈리 

어린이교회 어린이를 위한 바자회

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SNS를 통

해 신발수집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후원자들이 보낸 신발이 직접 전

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9월 

30일 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수집

된 신발을 직접 현지에 전달하겠

다”고 말한다.

양진성 홍보대사는 이번 르완다 

방문길에 콩고 선교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콩고 우비

라에 선교센터를 건축중에 있는데 

앞으로 콩고의 정세가 안정되면 추

정민.임지헤선교사 부부가 입국하

여 사역을 담당할 지역이다.

콩고는 1996년부터 계속된 내전

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비극의 

땅이며 특히 우비라 지역은 전쟁의 

발상지로 수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산재해 있다.

이번 양진성홍보대사의 콩고 방

문을 통해 추정민.임지혜선교사를 

중심으로 젊은 사역자들이 콩고의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양진성 호양진성 홍보대사 르완다.콩고 방문 

젊은 세대의 콩고를 위한 구제사역 기대 

미국의 교포 2세들의 참여로 로보트 컨트롤 프로그램, 농구. 축구 코칭 및 보건 세미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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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번 여름 아프리카 

3개국에서 할렐루야 축구단(감독 이영무목

사), 보엠 뮤지컬(대표 오성원), CCC찬양비전

팀(대표 박종술목사)을 초청한 어린이 선교대

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부터 한국 프로 리그를 떠나서 해외 선

교에 전력하기로 결정한 할렐루야 축구단은 

그 첫 사역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초청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였다.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방문한 할렐루야 축구

단은 축구경기를 통한 스타디움 대형전도집

회를 개최하였다. 

아프리카의 특성상 경기장에는 1만명 이상의 사

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형

전도집회가 되었다. 탄자니아 무완자 스타디움과 

우간다 마사카시의 빌라 축구단 전용구장에서 현지 

프로팀과 경기를 가졌다.

할렐루야 축구단은 청소년 축구교실을 열어 아프

리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 탄자니아 무완자 지역에서 6개 고등학교, 

우간다 상기지역에서 12개 고등학교에서 축구교실

을 열었다. 

할렐루야 축구단 코치 서현철 목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체계적인 전문

기술을 배우지 못해 기본기가 약하여 체계적인 훈

련을 통해서 기술을 보완하고 그들이 가진 꿈에 희

망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코칭을 통해

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복음적 메시지를 통하

여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

다.”라고 축구교실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말해주었다.

2006년부터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동역하고 있는 

김혜진교수(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인솔한 보엠뮤

지컬은 그동안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보엠 뮤지컬 현지팀을 훈련해 왔는데 이번 여름 한

국 전문인들과 합동 공연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재학생 4명과 르완다 키갈리

에서 탄자니아에 도착한 3명의 현지인 보엠팀은 김

혜진교수와 함께 무완자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가졌

다.

할렐루야 축구단이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동안 보엠 뮤지컬팀은 르완다 키갈리에 도

착하여 키갈리 고등학교 보엠팀을 훈련하고 

KBBA졸업식에서 공연하였다.

CCC찬양비전은 한국과 미국에서 5명의 

단원이 참가하여 르완다와 우간다에서 사역

하였다. 르완다에서는 키갈리 어린이교회 

찬양집회와 ACC졸업식 찬양집회를 인도했

고, 우간다에서는 위십세미나와 난지가지역 

부흥집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여름 단기사역에는 미국 교포 2세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북가주지역에서는 신형진(11학년), 김민지(12학

년) 학생이 참가하여 로보트 컨트롤 프로그램 특강

을 열었다. 농구 코칭 라이센스를 소지한 조인규

(12학년)학생은 키갈리 고등학교에 농구부를 창단

하고 코칭해 주었으며, 임채정(대학1학년)학생은 키

갈리 고등학교에 축구 코치로 축구부를 창단하였다 

UC Davis에 재학중인 존 임(3학년)군은 아프리카 

고등학교에서 보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할렐루야 축구단, 보엠뮤지컬, CCC찬양비전이 함께 한 아프리카 단기선교         

월드미션 프론티어 소속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

와 각 지부 간사를 미국 본부로 초청한 사명자대

회를 5월 30일 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진행했

다. 최 다인엔 교수를 주 강사로 초청하여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5월 28일 주일 상항중앙장로교회(담임 권혁천

목사)에서 선교보고의 시간을 가졌고, 5월 31일 

수요일에는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이강웅

목사)에서 선교보고대회를 갖기도 했다.

6월 3일 토요일에는 북가주지역의 기자들을 초

청하여 우간다에 대학교 설립 인가 소식을 알리

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6월 4일 주일에는 산호세온누리교회(담임 김영

련목사), 산호세 순복음교회, 노엘장로교회(담임 

윤민학목사)에서 예배를 드렸다.

6월 5일 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은  서부 관광을 

마친 선교사 일행은 6월 11일(주일)에 상항소망

교회(담임 이동학목사), 상항제일장로교회(담임 

박용준목사), 몬트레이 중앙장로교회(담임 임진태

목사), 소망장로교회(담임 이동학목사), 섬기는교

회(담임 이재서목사), 산호세밸리교회(담임 윤상

희목사)에서 6월 14일(수)에는 산호세 새소망교회

(담임 조다윗목사)에서 선교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선교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협력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

1. 간증집회 초청과 선교사 개인 후원금 지원 ; 

상항중앙장로교회. 몬트레이제일교회. 순복음선

교교회. 노엘장로교회. 소망장로교회. 몬트레이중

앙장로교회. 섬기는교회. 산호세밸리교회. 상항제

일장로교회, 산호세 새소망교회 

2. 숙박시설제공 ; 다이안최. 남상우. 로뎀의 그

늘

3. 민박 및 픽업봉사 ; 이문희. 노신영. 다이안최. 

존임. 최은미.

4. 식사초청 ; 정해진선교사. 몬트레이제일장로

교회. 상항중앙장로교회. 이용주목사. 헨리양장로. 

문창준장로. 이석주목사. 정돈진집사. 백리리사모

5. 특별헌금(선교대회) ; 산호세온누리교회. 몬

트레이제일장로교회. 다이안최교수. 조길호장로. 

이석주목사. 노엘장로교회

6. 차량지원  ; 섬기는교회 12인승

UWMF - KBBA 과정의 2017년 수료식이 지난 

7월 28일(금) 르완다 키갈리센터에서 성대하게 거행

되었다. 아프리카 4개국 12개 캠퍼스에서 120명의 

졸업생과 배우자등 400명이 키갈리 캠퍼스에 모여 

3박 4일간 예행연습과 졸업세미나에 참석하였다.

38명이 Certificate 과정 졸업, 40명이 Diploma 과정 

졸업, 42명이 Bachelor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학위식

에 참가한 것.

탄자니아의 새링게티 KBBA 졸업생들은 2일간 버

스편으로 키갈리에 도착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시간 이상의 버스편으로 키갈리에 도착하였다.

선교회에서는 3박 4일간 400명의 참가자들에게 숙

식을 제공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한인 성도들

의 기도와 후원으로 불편함 없이 졸업식을 감당했다.

졸업식을 위해 120벌의 졸업가운과 졸업장을 한국

에 주문하여 단기선교단원들이 아프리카로 수송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42명의 학

생중 15명의 학생을 목사로 안수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와는 별도로 Church of World Mission 

Frontier라는 교단을 설립하고 UWMF졸업생중 

CWMF교단 소속으로 동역을 원하는 졸업생을 교단 

소속 Pastor목사로 안수하고 있다.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Pastor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이상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별도로 Reverand목사 안수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월

드미션 프로티어 정현선교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

로 Reverand목사로 안수 받아 현지 사역팀과 같은 

구성원으로 교회사역을 시작한다. 

키갈리 선교센터 운동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7시간 

동안 진행된 졸업식에는 800명 이상의 축하객이 모

여 졸업과 목사 안수를 축하했다. 

르완다 전통예술단, 보엠뮤지컬, CCC찬양비전의 

찬양으로 졸업식의 열기기 뜨거웠다.

학위수여는 김평육 총장, 노신영 학장이 진행하고 

Pastor목사 안수식은 CWMF총무인 만지다니 목사가 

집례하고 정현 목사의 안수는 심창근 안수위원장 목

사가 집례했다. .  

 2017년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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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A졸업식, 르완다 키갈리센터에서  

 한국 유학 아프리카 학생 여름 수련회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 간사 초청 사명자대회         

한국에 유학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여름수련회가 6월 28일 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포항 YPC수양관에

서 열렸다.

 제2회 아프리카 유학생 수련회는 

“리더십”을 주제로 최다이엔 교수를

초청했다. 

현재 한국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보낸 유학생들이 연고가 된 많은 아프

리카 학생들이 유학중이어서 이들을 

위한 모임의 필요성에 따라 여름수련

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규모를  축소하여  대구 

ACC맴버를 중심으로 30명의 아프리

카 학생들이 수양회에 참가했고 여름 

단기선교팀이 동참했다.

“아프리카 유학생 여름 수련회를 통

해 유학생들에게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을 소개하고 미래의 비전을 나누

며 아프리카로 귀국한 후에 선교사역

에 동역자를 찾는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아프리카 유학생 수련회

에 단기선교단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

다.

아프리카로 출국하기 전 아프리카 학

생들과 3박 4일간의 생활을 통해 아프

리카를 가까이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앞으로 더 많은 

유학생을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어서 

매년 여름 유학생 수련회를 더욱 알찬 

프로그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여름 수련회는 6월 27일 부

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열 예정이며 

단기선교단은 7월 2일 출국한다. 

아프리카 4개국 12개 캠퍼스 120명 학위수여  

월드미션 프론티어 양진성

홍보대사가 2차로 아프리카

를 방문한다. 

지난 7월 단기선교단에 참

여했던 양진성 홍보대사는 

바쁜 일정으로 탄자니아에

서 2주간 사역을 마치고 먼

저 귀국했었는데 “아프리

카 선교현장에서 받은 은혜

가 너무 컷고, 르완다를 방문하지 

못해 아쉬었다”며 “이번 추석 연

휴를 이용해서 친구와 함께 르완다

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선교회에 

전해왔다.

양진성 홍보대사는 르완다에서 

사역하는 임지혜 선교사가 키갈리 

어린이교회 어린이를 위한 바자회

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SNS를 통

해 신발수집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후원자들이 보낸 신발이 직접 전

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9월 

30일 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수집

된 신발을 직접 현지에 전달하겠

다”고 말한다.

양진성 홍보대사는 이번 르완다 

방문길에 콩고 선교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콩고 우비

라에 선교센터를 건축중에 있는데 

앞으로 콩고의 정세가 안정되면 추

정민.임지헤선교사 부부가 입국하

여 사역을 담당할 지역이다.

콩고는 1996년부터 계속된 내전

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비극의 

땅이며 특히 우비라 지역은 전쟁의 

발상지로 수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산재해 있다.

이번 양진성홍보대사의 콩고 방

문을 통해 추정민.임지혜선교사를 

중심으로 젊은 사역자들이 콩고의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양진성 호양진성 홍보대사 르완다.콩고 방문 

젊은 세대의 콩고를 위한 구제사역 기대 

미국의 교포 2세들의 참여로 로보트 컨트롤 프로그램, 농구. 축구 코칭 및 보건 세미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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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     

워

지난 1학기에 4명의 유학생을 한국에 보낸데 이

어, 2학기에도 4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여 대

구대학교 한국어 과정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입국한 조나단(사진 좌측 끝)은 월드미션 

프로티어 초창기 스텝이었던 조나스 목사의 아들로 

탄자니아 난민촌 선교를 감당하던 1997년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출생하여 올해 우간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하게 됐다.

로즈(왼쪽에서 두번째)는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스

텝인 이브라임 목사의 장녀로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간다 외무부에서 여권발급이 늦어

져 9월 14일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과정에 합류하였다. 

조엘(사진 중앙)은 탄자니아 현지 월

드미션 프론티어 보드멤버인 차차 시

장의 아들로 한국의 더 투게더(이사장 

정애리)의 지원으로 유학을 하게 됐다.

더 투게더에서는 빅토리아 호수 병

원선에서 사역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1명의 탄자니아 학생의 유학을 

돕기로 했다. 조엘을 한국어 과정을 

마치면 간호대학교 또는 방사선학과 등에 진학할 

예정이다.  방학동안에는 한국의 병원선 각조 의료

장비기술을 배울 예정이다. 

빅터(오른쪽에서 두번째)는 탄자니아 무완자 선교

센터에 직원으로 사역하던 청년으로 한국 유학길에 

올랐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탄자니아의 병원선 사

역과 대학교 설립등으로  앞으로 많은 현지인 인력

이 필요하다.

2018년 3월에도 4명 정도의 유학생이 설발될 예

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6년 부터 2010년까

지 450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

한 경험이 있다. 

한국 경제성장의 현장 견학을 통해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로 

마련되는 행사이다.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지

도자들은 아프리카에 돌아가 자국의 개발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오는 10월 탄자니아 정부 지도자들을 한국으

로 초청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빅토리아 호수 주변 5개 주의 주지사 및 시장, 

군수등과 모로고로 주지사등 12명에게 초청장

을 보낸 상태이며, 탄자니아 대통령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허락하면 오는 10월 22일 한국에 입

국하여 10일정도 한국의 산업 발전현장을 견학

하고 교육, 의료, 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정부 또

는 사립기관과 접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각 시. 도. 군 단위의 자매결연을 

통해 탄자니아의 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장래적으로 선교의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탄자니아에 대규모 농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기독교 기업인들의 관심

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탄자니아 지도자 한국방문은 교육분야, 

의료분야. 투자분야에 촛점을 두고 한국과 연결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탄자

니아 6개주에서 탄자니아 정부와 협력하며, 한

국의 교육, 의료계와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주요 행사    

ACC“아마니 워쉽팀”, 대구 서문교회 공연     

2017년 후반기 유학생 한국입국       

한국에 유학한 아프리카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

구대학교 앞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ACC (African Community Church)는 선교회 소

속 유학생뿐 아니라 대구.경산지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현재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데 14명의 

월드미션 프론티어 유학생들이 “아마니”워십팀

을 조직하여 매주일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주일) 오후 4시에는 대구서문교회

(담임 이상민목사)에서 아프리카 선교주일의 찬양

집회를 가졌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상임 예술감독으

로 봉사는  보엠 뮤지컬의 김혜진교수

와 함께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ACC “아마니 워십팀”은 한국의 가

을을 맞아 공원등에서 전도 찬양집회를 통해 아

프리카를 알리며 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10월 27일(금)에는 대구 국제 청년축제 오

프닝식에 참여하여 공연하는등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교회들의 선교.찬양집회의 초청을 

기대하고 있다. 

“아마니”초청 문의 

(02) 323-2932 (문보라 간사)

선교전략캠프 
월드미션프론티어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장기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선교전략캠프”를 운

영하고 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한국과 미국에서 청년들이 

참여하여 선교훈련을 받고 헌신하여 여러 선교기

관에서 사역하고 있다.

전체 6개월간 진행되는 전략캠프는 3개월간의 

학습과 3개월간의 현장사역으로 실제적인 선교

훈련이 진행된다.

 탄자니아 부코바센터에서 진행되는 3개월간의 

전략캠프는 영어와 스와힐리어 언어교육이 중점

적으로 진행된다. 

미션퍼스팩티브 자체학습과 신구약개론 공부가 

병행된다. 주말에는 부코바 인근지역의 어린이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를 경험하게 된다.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에서는 정해진.정현 선교

사가 사역하고 있다.

3개월의 기초 언어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아

프리카 5개국으로 흩어져 월드미션 프론티어 센

터에서 3개월간 사역을 실습한다.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되는 

13회 전략캠프는 5월까지 부코바 센터에서 언어

훈련과 현장적응 훈련을 마치고, 6월에는 각 선

교센터에서 여름 단기선교사역을 준비하고 7월 

한달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체 참가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장기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는 전략캠프 과정을 마쳐야 하며, 훈련을 마친후 

장기선교사로 지원할 경우 1년간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현지인으로 구성되는 평가팀의 평가를 거

친 후 선교사로 영입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어권 교포 2세들은 영어교

사로 사역을 겸하여 참가할 수 있다. 

문의 (408) 345-1727 

 2017년  주요 행사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외 협력기관 확대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방대해지는 사역을 효과

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여러 선

교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우선 미국의 고등학교와 르완

다 키갈리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교

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여

러 한인교회가 2세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단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갈 예

정이다.

대학교 교육은 UWMF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의 신학대학교.대학원이 한국의 

신학대학원.대학교와 학사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학대학원의 교류는 한국의 영남 신학대학교

(총장 오규훈박사),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총

장 이정숙박사), 백석대학교 신학부(학부장 이

종우교수)등과 MOU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 학부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서는 대구

대학교(총장 홍덕률박사), 백석대학교(총장 장

종현박사)등 종합대학교와 교류할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탄자니

아 보건사회부와 MOU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의 더 투게더(이사장 정애리권사)와는 

의료진 파견, 의료장비.약품지원, 장학지원, 의

료기기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동역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에 참가

했던 아산병원과 호평아산내과는 계속하여 의료

봉사에 참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오는 10월 28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단체들을 초청하여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

역을 알리고 MOU체결하여 더욱 효과적인 의료

사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영남신학대학원, 백석대학교, 대구대학교   

기독교 횃불재단, 더 투게더, 아산병원, 호평아산내과 등   

실리콘밸리 선교합창단 우간다 대학교 설립기금 전달     
실리콘밸리 선교합창단(단장 박정자)이 지난 7월 

22일(토)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담임 최승환 목사) 

본당에서 제5회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박선주 지휘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보리밭’, ‘내 맘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 ‘불같은 성령’, ‘고향의 봄

(sing together )’등 다양한 곡을 선사했다.  

단장 박정자권사는 “이번 자선음악회는 아프리

카 선교회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우간다 대학교 설

립과 이슬람 난민사역을 돕기 위해 개최 했다”고 

밝히고 $1,000달러의 대학교 설립기금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에 전달했다. 

평균 80세 이상의 은퇴한 목사, 장로, 사모, 권사 

등이 주축이 된 실리콘밸리 선교합창단은 1998년 

여성 중심의 은하수합창단으로 시작했다. 

현재 실리콘밸리 선교회(회장 김승호) 소속으로 

50여 명의 남.녀단원들이 10년째 활발한 사역을 해

오고 있다. 

가을부터 야외공연으로 전도활동, 아프리카 선교 홍보   

탄자니아 지도자 한국 초청 일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월 21일(토) 탄자니아 다에스살람 공항 출발

10월 22일(주일)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 도착

    - 

10월 23일(월) 서울 관광 및 환영행사 

10월 24일(화) 아프리카 투자 설명회

         - 새링게티 만치라댐 보호구역 개발회의

         - 아프리카 기업투자 설명회 

       

10월 25일(수) 의료시설 방문 견학

            서울 아산병원 / 새브란스병원 

10월 26일(목) 코이카 방문, 농장 방문, 기업설명회 

10월 27일(금) 대구로 이동 

         - 대구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대신대학교 방문

         -ACC 대구국제 청년축제 공연 참가 

10월 28일(토) 의료 선교단체 초청 설명회

          - 20기관 MOU 선교협약 목표

          -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23주년 감사예배 

10월 29일(주일) 교회 참가 (할렐루야 교회)

10월 30일(월) 수자원공사 방문  

              - 만치라댐 수질 보호방안 협의

              - 자매결연 도시 행사 

11월 1일(화) 서울 관광 및 쇼핑 

11월 2일(수) 탄자니아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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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     

워

지난 1학기에 4명의 유학생을 한국에 보낸데 이

어, 2학기에도 4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여 대

구대학교 한국어 과정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입국한 조나단(사진 좌측 끝)은 월드미션 

프로티어 초창기 스텝이었던 조나스 목사의 아들로 

탄자니아 난민촌 선교를 감당하던 1997년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출생하여 올해 우간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하게 됐다.

로즈(왼쪽에서 두번째)는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스

텝인 이브라임 목사의 장녀로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간다 외무부에서 여권발급이 늦어

져 9월 14일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과정에 합류하였다. 

조엘(사진 중앙)은 탄자니아 현지 월

드미션 프론티어 보드멤버인 차차 시

장의 아들로 한국의 더 투게더(이사장 

정애리)의 지원으로 유학을 하게 됐다.

더 투게더에서는 빅토리아 호수 병

원선에서 사역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1명의 탄자니아 학생의 유학을 

돕기로 했다. 조엘을 한국어 과정을 

마치면 간호대학교 또는 방사선학과 등에 진학할 

예정이다.  방학동안에는 한국의 병원선 각조 의료

장비기술을 배울 예정이다. 

빅터(오른쪽에서 두번째)는 탄자니아 무완자 선교

센터에 직원으로 사역하던 청년으로 한국 유학길에 

올랐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탄자니아의 병원선 사

역과 대학교 설립등으로  앞으로 많은 현지인 인력

이 필요하다.

2018년 3월에도 4명 정도의 유학생이 설발될 예

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6년 부터 2010년까

지 450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

한 경험이 있다. 

한국 경제성장의 현장 견학을 통해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로 

마련되는 행사이다.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지

도자들은 아프리카에 돌아가 자국의 개발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오는 10월 탄자니아 정부 지도자들을 한국으

로 초청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빅토리아 호수 주변 5개 주의 주지사 및 시장, 

군수등과 모로고로 주지사등 12명에게 초청장

을 보낸 상태이며, 탄자니아 대통령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허락하면 오는 10월 22일 한국에 입

국하여 10일정도 한국의 산업 발전현장을 견학

하고 교육, 의료, 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정부 또

는 사립기관과 접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각 시. 도. 군 단위의 자매결연을 

통해 탄자니아의 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장래적으로 선교의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탄자니아에 대규모 농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기독교 기업인들의 관심

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탄자니아 지도자 한국방문은 교육분야, 

의료분야. 투자분야에 촛점을 두고 한국과 연결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탄자

니아 6개주에서 탄자니아 정부와 협력하며, 한

국의 교육, 의료계와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주요 행사    

ACC“아마니 워쉽팀”, 대구 서문교회 공연     

2017년 후반기 유학생 한국입국       

한국에 유학한 아프리카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

구대학교 앞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ACC (African Community Church)는 선교회 소

속 유학생뿐 아니라 대구.경산지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현재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데 14명의 

월드미션 프론티어 유학생들이 “아마니”워십팀

을 조직하여 매주일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주일) 오후 4시에는 대구서문교회

(담임 이상민목사)에서 아프리카 선교주일의 찬양

집회를 가졌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상임 예술감독으

로 봉사는  보엠 뮤지컬의 김혜진교수

와 함께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ACC “아마니 워십팀”은 한국의 가

을을 맞아 공원등에서 전도 찬양집회를 통해 아

프리카를 알리며 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10월 27일(금)에는 대구 국제 청년축제 오

프닝식에 참여하여 공연하는등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교회들의 선교.찬양집회의 초청을 

기대하고 있다. 

“아마니”초청 문의 

(02) 323-2932 (문보라 간사)

선교전략캠프 
월드미션프론티어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장기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선교전략캠프”를 운

영하고 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한국과 미국에서 청년들이 

참여하여 선교훈련을 받고 헌신하여 여러 선교기

관에서 사역하고 있다.

전체 6개월간 진행되는 전략캠프는 3개월간의 

학습과 3개월간의 현장사역으로 실제적인 선교

훈련이 진행된다.

 탄자니아 부코바센터에서 진행되는 3개월간의 

전략캠프는 영어와 스와힐리어 언어교육이 중점

적으로 진행된다. 

미션퍼스팩티브 자체학습과 신구약개론 공부가 

병행된다. 주말에는 부코바 인근지역의 어린이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를 경험하게 된다.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에서는 정해진.정현 선교

사가 사역하고 있다.

3개월의 기초 언어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아

프리카 5개국으로 흩어져 월드미션 프론티어 센

터에서 3개월간 사역을 실습한다.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되는 

13회 전략캠프는 5월까지 부코바 센터에서 언어

훈련과 현장적응 훈련을 마치고, 6월에는 각 선

교센터에서 여름 단기선교사역을 준비하고 7월 

한달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체 참가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장기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는 전략캠프 과정을 마쳐야 하며, 훈련을 마친후 

장기선교사로 지원할 경우 1년간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현지인으로 구성되는 평가팀의 평가를 거

친 후 선교사로 영입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어권 교포 2세들은 영어교

사로 사역을 겸하여 참가할 수 있다. 

문의 (408) 345-1727 

 2017년  주요 행사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외 협력기관 확대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방대해지는 사역을 효과

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여러 선

교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우선 미국의 고등학교와 르완

다 키갈리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교

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여

러 한인교회가 2세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단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갈 예

정이다.

대학교 교육은 UWMF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의 신학대학교.대학원이 한국의 

신학대학원.대학교와 학사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학대학원의 교류는 한국의 영남 신학대학교

(총장 오규훈박사),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총

장 이정숙박사), 백석대학교 신학부(학부장 이

종우교수)등과 MOU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 학부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서는 대구

대학교(총장 홍덕률박사), 백석대학교(총장 장

종현박사)등 종합대학교와 교류할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탄자니

아 보건사회부와 MOU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의 더 투게더(이사장 정애리권사)와는 

의료진 파견, 의료장비.약품지원, 장학지원, 의

료기기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동역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에 참가

했던 아산병원과 호평아산내과는 계속하여 의료

봉사에 참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오는 10월 28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단체들을 초청하여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

역을 알리고 MOU체결하여 더욱 효과적인 의료

사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영남신학대학원, 백석대학교, 대구대학교   

기독교 횃불재단, 더 투게더, 아산병원, 호평아산내과 등   

실리콘밸리 선교합창단 우간다 대학교 설립기금 전달     
실리콘밸리 선교합창단(단장 박정자)이 지난 7월 

22일(토)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담임 최승환 목사) 

본당에서 제5회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박선주 지휘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보리밭’, ‘내 맘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 ‘불같은 성령’, ‘고향의 봄

(sing together )’등 다양한 곡을 선사했다.  

단장 박정자권사는 “이번 자선음악회는 아프리

카 선교회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우간다 대학교 설

립과 이슬람 난민사역을 돕기 위해 개최 했다”고 

밝히고 $1,000달러의 대학교 설립기금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에 전달했다. 

평균 80세 이상의 은퇴한 목사, 장로, 사모, 권사 

등이 주축이 된 실리콘밸리 선교합창단은 1998년 

여성 중심의 은하수합창단으로 시작했다. 

현재 실리콘밸리 선교회(회장 김승호) 소속으로 

50여 명의 남.녀단원들이 10년째 활발한 사역을 해

오고 있다. 

가을부터 야외공연으로 전도활동, 아프리카 선교 홍보   

탄자니아 지도자 한국 초청 일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월 21일(토) 탄자니아 다에스살람 공항 출발

10월 22일(주일)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 도착

    - 

10월 23일(월) 서울 관광 및 환영행사 

10월 24일(화) 아프리카 투자 설명회

         - 새링게티 만치라댐 보호구역 개발회의

         - 아프리카 기업투자 설명회 

       

10월 25일(수) 의료시설 방문 견학

            서울 아산병원 / 새브란스병원 

10월 26일(목) 코이카 방문, 농장 방문, 기업설명회 

10월 27일(금) 대구로 이동 

         - 대구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대신대학교 방문

         -ACC 대구국제 청년축제 공연 참가 

10월 28일(토) 의료 선교단체 초청 설명회

          - 20기관 MOU 선교협약 목표

          -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23주년 감사예배 

10월 29일(주일) 교회 참가 (할렐루야 교회)

10월 30일(월) 수자원공사 방문  

              - 만치라댐 수질 보호방안 협의

              - 자매결연 도시 행사 

11월 1일(화) 서울 관광 및 쇼핑 

11월 2일(수) 탄자니아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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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지역의 교포 2세 고등학생들의 아프리

카 선교 참여가 늘고 있다.

이번 여름 고등학생 1명의 봉사활동으로 월드

미션 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창설되었다. 

지난 7월 21일 르완다에 입국한 조인규(12학

년)학생은 초등학교 부터 농구클럽에서 주전 선

수로 활동해 왔는데, 12학년 진학을 앞두고 이번 

여름 3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단기선교에 참

가하였다.

7월 22일부터 시작된 농구 코칭에는 WMSS학

생 20여명이 참가하여 남.여팀으로 각각 훈련이 

진행되었다.

WMSS의  농구부 창단을 위하여 조인규 학생

은 현재 코칭을 맞고 있는 로스알토스 유소년 클

럽팀에서 농구공과 농구화, 체육복 등 필요한 물

품을 수집하여 20명의 선수들에게 제공하였다.

조군은 지난 18년간 월드미션 프론티어 재정

간사로 수고하고 있는 조지영집사의 아들로 이

번에 어머니와 함께 선교에 참가하여 농구팀 창

단을 도왔다. 

조군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간

식과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훈련을 진행했다. 

8월 15일 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간 단기선교

에 참가한 임채정(대학1학년)학생은 WMSS 축구

부를 창단하고 축구 코칭을 도왔다.

임 군은 축구 코칭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며, 키

갈리 WMSS뿐 아니라 찬구구 센터에 머물며 인

근 고등학교에서 축구 코칭으로 봉사했다. 

산호세 소망교회 학생회원인 임군은 산호세 소

망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축구화, 체육복 등을 

마련해 현지 학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임채정군의 형 존 임(대학교 3학년)군은 WMSS 

고등학교뿐 아니라 키갈리와 찬구구지역의 고등

학교에서 위생보건 특강으로 봉사했다.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로보트 프로그램 캠프가 열였다. 

지난 6월 7일 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김민

지(12학년)와, 신형진(11학년) 두 학생이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WMSS)에서 로보트 컨

트롤 프로그램 캠프를 열었다.

실리콘밸리지역의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선교

지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EDB(Edu Dream Beyond)의 대표 김윤범 집사의 

인솔로 진행된 이번 캠프를 통해 WMSS는 이문

희 선교사의 지도아래 특별활동반을 조직하여 활

동한다. 

실리콘밸리지역의 교포2세들의 참가로 키갈리

고등학교의 특별활동이 활발해짐으로 WMSS가 

키갈리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고 있

다”는 이문희선교사는“미국 교포 2세들의 활

동으로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소식

을 전해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계속하여 교포2세들의 단

기선교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키갈리 고등학교에서 교

사로 활동하며, 국제학교를 설립을 도와 줄 영어

권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을 개원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교포 2세들의 교사지망

생이 늘어나면 국제학교 설립도 문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는 전화 (408) 345-1727 

월드미션프론티어 2017 단기선교팀원 이주희입니
다.

이 귀중한 주일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고백하며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드미션프론티어 선교단체를 알게하시고 
계획하시어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먼저 이 부족한 자를 선교지에 보내게 하심입니
다.

월드미션프로티어는 미션스쿨 고등학교 한 선생
님을 통해 알게 된 저의 삶에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회봉사를 통해 주신 어
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사랑을 인생 
중에 먼저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마
음의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한달간의 일정으로 제주
도, 부산, 서울 각 지역에서 모여 출발하게 된 우리
는 월드미션프로티어 단기 선교팀으로 만났다는 것
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2.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통해 열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땀과 힘 빼면서까지 
하는 열정적인 찬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 아프리카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했
던 3박4일 포항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태신앙인 저
가 부끄러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유학생 친구들보다 더 
어리고 작은 아이들의 뜨거운 찬양을 보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예배를 시작하고 했을 상황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많은 예배당의 시원한 에어콘과 따
뜻한 히타로 편한 곳이 참 많지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해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는 사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잠시 잊었던 저의 마

음에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3.아프리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진리와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하신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었습니
다. 

이솔레 지역의 사역, 빅토리아 호수 살
림호에서의 식사준비를 통해 여려상황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팀원들과 현지사역자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단수 되는 순간이 여러번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기쁘게 안씻고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작은 후레쉬로 기쁘게 설거지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게 하심을 통
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둘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는 하
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아프리카 땅에서의 진
리이고 부흥이였습니다.

어린이사역을 통해 4영리와, 성경인물 말씀을 아
프리카에 전할 수 있어서 이 또한 행복하였습니다.

 (뫠예지 뭉구 아나쿠판더: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
십니다) 

비록 어색한 스왈리어 발음 때문인지 아이들은 웃
었지만 그 웃음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고 다시 
반복해서 아이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순간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말
씀하시는거 같았습니다. 

함께한 현지사역자의 부연 설명을 통해 이 아이들
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자라날 수 
있길 소망하였습니다.

의료사역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시선은 회복의 부
흥이었습니다.

시내 병원에 나갈 여건조차 되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어딘가의 아픔이 
줄을 서서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아 현지사역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화와 표정이 우리의 눈
과 귀가 그들의 아픈 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아파요”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들이 태어
나서 한 번도 혈압을 측정해 본적이 없고, 청진기를  
본적이 없고, 온도를 측정해 본적이 없는 분들이기
에 병원의 완벽한 장비는 아니지만, 간단한 장비와 
약, 연고, 따뜻한 손길로 아픔이 치료되길 바랬으며, 
깨끗이 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의료팀이 ‘이 아프리카 땅에 계속해서 머물 
수만 있다면 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
다’는 소망을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 조차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들, 딸, 온 가족까지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

지만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더
욱더 간절해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심과 같이 우리도 의
료사역을 통해 아프리카사람들에게 회복과 평안함
을 주었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4. 마지막으로, 선교사역을 함께 한 동역자의 감사
함과 소중함입니다.

선교팀원, 현지 사역자분들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같이 동고동락하며 생활하는 곳에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우리, 아
침저녁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이 모든 것
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이 말씀처럼 저희 단기선교팀 외에 아프리카선교
일정동안 함께하면서 교육문화사역을 위해 수고하
고 헌신해준 팀이 있습니다. 

보엠뮤지컬팀과 할렐루야 축구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각 팀이 가진 달란트로 교회에서, 경
기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보엠뮤지컬은 공연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역하
였고, 할렐루야축구단은 축구경기와 어린이축구클
리닉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이 팀들도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시
고 허락된 것임을 알고,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것에 기쁨으로 섬겨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아
픔과 힘든 것 모두 이겨내며 주님이 주신 기쁨을 체
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 및 사
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며, 또한 그 팀 
단원 한명 한명에게도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는 주
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들을 통해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열
악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선교를 계획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마
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에 필요한 많은 것들로 힘써 협력
해 주신 선교사님, 목사님, 간사님, 모든 분들과 우
리 단기선교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선교적 삶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 된 한국교회의 미래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을 더욱 뜨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2017년 단기선교단원/홍익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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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2017년  주요 행사    선교사 간증    

미국 교포 2세들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특별 프로그램 진행에 공헌        

로보트 프로그램, 농구부 창단, 축구부 창단 코칭으로 봉사 

고등학교 컴퓨터 기증     
2018 아프리카 선교대회�

2018년 비전트립은 선교대회를 겸하여 진행할 예

정입니다. 2018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

되는 비전트립 기간중 4일은 선교대회로 아프리카 선

교를 연구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아프리카 선교, 기업투자 선교등에 관심있는 분들

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을 후원하신 후원자님들이 방문을 환영합니다.

- 일정 : 2018년 1월 21일- 2월 10일 

- 항공료($1,800달러 정도), 회비($300)

- 입국 비자(콩고: $200, 부룬디: $50, 

     르완다: 한국여권 $60, 미국여권 30달러 

     우간다: $50, 탄자니아: (미)$100) (한)$50

- 비전트립 숙식 및 교통비(1주간:$350)

- 국립공원 사파리경비(1박 2일: $650)

참가문의: 한국 (02) 323-2932

             미국 (408) 345-1727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7월 탄자니아 일레

메라 디스트릭트, 생게레마 디스트릭트, 새링게

티 디스트릭트에 있는 3개 고등학교를 위해 전

체 80대의 컴퓨터를 기증하였다.

각 고등학교에 별도의 컴퓨터실을 마련하고 컴

퓨터를 설치하여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게됐다.

일레메라 디스트릭트의 고등학교 기증식에는 

지역 국회의원이며 탄자니아 토지.주택부 차관

인 안젤리나 마불라 차관이 직접 참가하여 25대

의 컴퓨터를 인수하였다.

마불라 차관은 탄자니아의 과학교육사정이 열

악하다며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 도서를 보급

해 줄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센터가 건축되고 있는 

생게레마 디스트릭에서는 군청에서 전달식을 가

지고 탄자니아 언론들이 보도 하였다.

새링게티 디스트릭트에서는 차차 시장이 운영

하는 사립고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20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주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컴퓨터 실습실이 마련된 

3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강의로 봉사할 수 있

는 단원을 찾고 있다. 

탄자니아 공립.사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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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지역의 교포 2세 고등학생들의 아프리

카 선교 참여가 늘고 있다.

이번 여름 고등학생 1명의 봉사활동으로 월드

미션 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창설되었다. 

지난 7월 21일 르완다에 입국한 조인규(12학

년)학생은 초등학교 부터 농구클럽에서 주전 선

수로 활동해 왔는데, 12학년 진학을 앞두고 이번 

여름 3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단기선교에 참

가하였다.

7월 22일부터 시작된 농구 코칭에는 WMSS학

생 20여명이 참가하여 남.여팀으로 각각 훈련이 

진행되었다.

WMSS의  농구부 창단을 위하여 조인규 학생

은 현재 코칭을 맞고 있는 로스알토스 유소년 클

럽팀에서 농구공과 농구화, 체육복 등 필요한 물

품을 수집하여 20명의 선수들에게 제공하였다.

조군은 지난 18년간 월드미션 프론티어 재정

간사로 수고하고 있는 조지영집사의 아들로 이

번에 어머니와 함께 선교에 참가하여 농구팀 창

단을 도왔다. 

조군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간

식과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훈련을 진행했다. 

8월 15일 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간 단기선교

에 참가한 임채정(대학1학년)학생은 WMSS 축구

부를 창단하고 축구 코칭을 도왔다.

임 군은 축구 코칭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며, 키

갈리 WMSS뿐 아니라 찬구구 센터에 머물며 인

근 고등학교에서 축구 코칭으로 봉사했다. 

산호세 소망교회 학생회원인 임군은 산호세 소

망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축구화, 체육복 등을 

마련해 현지 학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임채정군의 형 존 임(대학교 3학년)군은 WMSS 

고등학교뿐 아니라 키갈리와 찬구구지역의 고등

학교에서 위생보건 특강으로 봉사했다.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로보트 프로그램 캠프가 열였다. 

지난 6월 7일 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김민

지(12학년)와, 신형진(11학년) 두 학생이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WMSS)에서 로보트 컨

트롤 프로그램 캠프를 열었다.

실리콘밸리지역의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선교

지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EDB(Edu Dream Beyond)의 대표 김윤범 집사의 

인솔로 진행된 이번 캠프를 통해 WMSS는 이문

희 선교사의 지도아래 특별활동반을 조직하여 활

동한다. 

실리콘밸리지역의 교포2세들의 참가로 키갈리

고등학교의 특별활동이 활발해짐으로 WMSS가 

키갈리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고 있

다”는 이문희선교사는“미국 교포 2세들의 활

동으로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소식

을 전해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계속하여 교포2세들의 단

기선교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키갈리 고등학교에서 교

사로 활동하며, 국제학교를 설립을 도와 줄 영어

권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을 개원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교포 2세들의 교사지망

생이 늘어나면 국제학교 설립도 문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는 전화 (408) 345-1727 

월드미션프론티어 2017 단기선교팀원 이주희입니
다.

이 귀중한 주일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고백하며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드미션프론티어 선교단체를 알게하시고 
계획하시어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먼저 이 부족한 자를 선교지에 보내게 하심입니
다.

월드미션프로티어는 미션스쿨 고등학교 한 선생
님을 통해 알게 된 저의 삶에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회봉사를 통해 주신 어
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사랑을 인생 
중에 먼저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마
음의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한달간의 일정으로 제주
도, 부산, 서울 각 지역에서 모여 출발하게 된 우리
는 월드미션프로티어 단기 선교팀으로 만났다는 것
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2.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통해 열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땀과 힘 빼면서까지 
하는 열정적인 찬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 아프리카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했
던 3박4일 포항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태신앙인 저
가 부끄러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유학생 친구들보다 더 
어리고 작은 아이들의 뜨거운 찬양을 보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예배를 시작하고 했을 상황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많은 예배당의 시원한 에어콘과 따
뜻한 히타로 편한 곳이 참 많지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해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는 사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잠시 잊었던 저의 마

음에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3.아프리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진리와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하신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었습니
다. 

이솔레 지역의 사역, 빅토리아 호수 살
림호에서의 식사준비를 통해 여려상황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팀원들과 현지사역자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단수 되는 순간이 여러번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기쁘게 안씻고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작은 후레쉬로 기쁘게 설거지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게 하심을 통
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둘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는 하
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아프리카 땅에서의 진
리이고 부흥이였습니다.

어린이사역을 통해 4영리와, 성경인물 말씀을 아
프리카에 전할 수 있어서 이 또한 행복하였습니다.

 (뫠예지 뭉구 아나쿠판더: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
십니다) 

비록 어색한 스왈리어 발음 때문인지 아이들은 웃
었지만 그 웃음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고 다시 
반복해서 아이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순간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말
씀하시는거 같았습니다. 

함께한 현지사역자의 부연 설명을 통해 이 아이들
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자라날 수 
있길 소망하였습니다.

의료사역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시선은 회복의 부
흥이었습니다.

시내 병원에 나갈 여건조차 되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어딘가의 아픔이 
줄을 서서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아 현지사역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화와 표정이 우리의 눈
과 귀가 그들의 아픈 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아파요”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들이 태어
나서 한 번도 혈압을 측정해 본적이 없고, 청진기를  
본적이 없고, 온도를 측정해 본적이 없는 분들이기
에 병원의 완벽한 장비는 아니지만, 간단한 장비와 
약, 연고, 따뜻한 손길로 아픔이 치료되길 바랬으며, 
깨끗이 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의료팀이 ‘이 아프리카 땅에 계속해서 머물 
수만 있다면 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
다’는 소망을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 조차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들, 딸, 온 가족까지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

지만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더
욱더 간절해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심과 같이 우리도 의
료사역을 통해 아프리카사람들에게 회복과 평안함
을 주었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4. 마지막으로, 선교사역을 함께 한 동역자의 감사
함과 소중함입니다.

선교팀원, 현지 사역자분들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같이 동고동락하며 생활하는 곳에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우리, 아
침저녁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이 모든 것
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이 말씀처럼 저희 단기선교팀 외에 아프리카선교
일정동안 함께하면서 교육문화사역을 위해 수고하
고 헌신해준 팀이 있습니다. 

보엠뮤지컬팀과 할렐루야 축구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각 팀이 가진 달란트로 교회에서, 경
기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보엠뮤지컬은 공연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역하
였고, 할렐루야축구단은 축구경기와 어린이축구클
리닉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이 팀들도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시
고 허락된 것임을 알고,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것에 기쁨으로 섬겨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아
픔과 힘든 것 모두 이겨내며 주님이 주신 기쁨을 체
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 및 사
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며, 또한 그 팀 
단원 한명 한명에게도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는 주
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들을 통해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열
악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선교를 계획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마
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에 필요한 많은 것들로 힘써 협력
해 주신 선교사님, 목사님, 간사님, 모든 분들과 우
리 단기선교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선교적 삶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 된 한국교회의 미래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을 더욱 뜨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2017년 단기선교단원/홍익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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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2017년  주요 행사    선교사 간증    

미국 교포 2세들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특별 프로그램 진행에 공헌        

로보트 프로그램, 농구부 창단, 축구부 창단 코칭으로 봉사 

고등학교 컴퓨터 기증     
2018 아프리카 선교대회�

2018년 비전트립은 선교대회를 겸하여 진행할 예

정입니다. 2018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

되는 비전트립 기간중 4일은 선교대회로 아프리카 선

교를 연구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아프리카 선교, 기업투자 선교등에 관심있는 분들

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을 후원하신 후원자님들이 방문을 환영합니다.

- 일정 : 2018년 1월 21일- 2월 10일 

- 항공료($1,800달러 정도), 회비($300)

- 입국 비자(콩고: $200, 부룬디: $50, 

     르완다: 한국여권 $60, 미국여권 30달러 

     우간다: $50, 탄자니아: (미)$100) (한)$50

- 비전트립 숙식 및 교통비(1주간:$350)

- 국립공원 사파리경비(1박 2일: $650)

참가문의: 한국 (02) 323-2932

             미국 (408) 345-1727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7월 탄자니아 일레

메라 디스트릭트, 생게레마 디스트릭트, 새링게

티 디스트릭트에 있는 3개 고등학교를 위해 전

체 80대의 컴퓨터를 기증하였다.

각 고등학교에 별도의 컴퓨터실을 마련하고 컴

퓨터를 설치하여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게됐다.

일레메라 디스트릭트의 고등학교 기증식에는 

지역 국회의원이며 탄자니아 토지.주택부 차관

인 안젤리나 마불라 차관이 직접 참가하여 25대

의 컴퓨터를 인수하였다.

마불라 차관은 탄자니아의 과학교육사정이 열

악하다며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 도서를 보급

해 줄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센터가 건축되고 있는 

생게레마 디스트릭에서는 군청에서 전달식을 가

지고 탄자니아 언론들이 보도 하였다.

새링게티 디스트릭트에서는 차차 시장이 운영

하는 사립고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20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주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컴퓨터 실습실이 마련된 

3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강의로 봉사할 수 있

는 단원을 찾고 있다. 

탄자니아 공립.사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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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란트�양진성�(월드미션�프론티어�홍보대사)

  탄자니아 무완자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 꽤

나긴 비포장길을 달려 이솔레라는 지역에 도착했

습니다. 

너른 광야와 끝없는 지평선을 눈으로 볼 수 있

었습니다.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푸른 하늘과 

대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어디에

서도 마을이나 아이들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바위 위에 지어진, 아직 콘크리

트 벽만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이 

밤이면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침

낭 하나에 원터치 모기장을 텐트삼아, 물도 전기

도 없이 삼일을 지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문명

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왔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신기하게도 아

이들은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둘러보

아도 근처엔 집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

명 외국인이 왔다는것, 그 외국인에게 무언가 받

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먼 길을 걸어 왔을 것입니다.  

모여든 아이들은  호기심과 신기함, 그리고 경

계가 뒤섞인 눈빛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포대기

에 막 걸음마를 뗀 동생을 안고 먼 길을 걸어온 

7~8살 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이들

은 대부분 뒷창이 다 떨어진 쪼리나 슬리퍼를 신

고 와서 그것을 벗어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  

저는 처음 접하는 가난 이었습니다.  쭈뼛쭈뼛 

수줍게 몸을 움직이던 아이들은 우스꽝스럽게 몸

을 쓰며 망가지는  저희를 보고 배꼽이 빠질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금새 경계를 풀었 던 것 같

습니다.  

조금은 친근감이 생긴 아이들을 가까이 앉히고, 

이해하기 쉽게 자매들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

동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보이기나 하는지 아주 작은 스케치

북에 빨려들어 갈 듯이 숨죽이고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많이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현지사역자의 도움으로 다함께 사영리를 따라

했습니다. 마지막엔 현지사역자들이 아이들을 위

해 눈물로 뜨겁게 영접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프리카 말들을 전혀 이해 할 수없

었지만 그 뜨거운 목소리와 울림에 주님이 그곳

에 계시고, 그곳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습

니다. 저희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고,  함

께 울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계시고 동일하

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우린 분명 만났

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부

르시고 쓰시는 주님을 새롭고, 뜨겁게 만나는 시

간들이었습니다. 

 이솔레 성전에서 함께 첫 주일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곳을 다시 찾았을 떄 얘긴데요,  아이들

에게 들려주던 그림동화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저희는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연극으로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

다. 

아주 솔직히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칠칠맞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다니지?’ 원망하는 마음

이 있었습니다. 티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뀌

는 것은 없으니까요.  재빨리 역할을 나누고  단

한번 리허설을 하고, 연극을 했습니다. 물멧돌 하

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 하나님께 무릎꿇고 

기도하는 작은 꼬마 다윗을 보고  아이들이 박수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연약한 다윗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분명 만났습니다. 저희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

은 보잘것 없는 저희를 쓰시는 주님을  만났습니

다. 

내가 아무리 그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들, 많이 알고 많이 배웠든..결국 모든건 주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대로 , 쓰신다는 것을  새삼 

눈물이 나게 깨달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

습니다. 기꺼이  험상궂은 골리앗과 무서워 떠는 

졸병을 해준 우리 단기팀원들. 저희의 서툰 역할

극을 생생하게 통역해준 현지사역자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에 거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

고 감사했습니다. 집중하고 박수쳐준 아이들에게

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실수로 스케치북을 두

고 온 것 마저도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

리의 서툰 모습, 선툰 동작을 따라하고 배우려던 

, 호기심이 가득했던 아이들의 눈빛과 몸짓이 선

명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보이는. 어쩜 막연하

고 더디게만 보이는  그곳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

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 하나님의 넓은 세

상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시는 대표선교사님의 헌

신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

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저에게 그곳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저희 슬로건 같았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그 은혜에 감사가 넘칩니다.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저를 단기선교에 어떻게든 

보내신 이유는‘섬김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맛

보게 하시고  참된 섬김을 귀히 여기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처음 며칠 ..‘그래 난 월드미션 프론티어 소
속감이 있는  홍보대사인데 우리 선교회의 
아프리카 사역은 어떠한지 단기선교가 어떤 
건지 지켜보자. 체험해보자.’  

하루 이틀이 흐르고  뭘 안다고, 제 눈에 과정에 

비해 큰 열매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 이런 단기 선교를 왜 계속하실까, 다른 큰 사

역들로 고되신데 굳이 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일반 단기팀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설명

하시고 신경 쓰시는 대표선교사님이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쉬시고 큰 일을 도모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자주 올 것 같지도 않고 큰 후원자

가 되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사역지 여기저기 보

여주시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팀원들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육

체적으로 고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었습

니다. 아프리카까지 어렵게 온 사람들한테 밥 짓

고 설거지 하고 빨래하고. 등등 쉽게 가볍게 생각

하던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들. 제 머릿속엔 생산

적이지 않고 진취적이지 못한 일들 투성이였습니

다. 거기에 제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고 답답해 보

이는 아프리카 식이라는 많은 상황들을 직면했습

니다.   

현지 사역자들, 초청한 할렐루야 축구단, 보엠 

뮤지컬팀을 합쳐 60명 남짓되는 인원을 매일 먹

이고 섬겨야했습니다.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매번 장을 봐서 음식을 

해야했고 식기부터 조리도구까지 뭐하나 성한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물을 배에서 쓰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 

제대로 구해지지 않아 며칠이 지체됐음에도, 결

국  가깟으로 강물을 끌어올려 사용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미생물이 육안으로 둥둥 떠다니

는 저희의 일상에선 상상도 못할물. 그 물 마저 

귀했습니다.  

귀한 강물을 큰 대야에 담아 애벌을 하고 또 헹

구고 참으로 아꼇 썼습니다. 

그런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고 생

각지 못한 상황들과 책임감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때 모두들 모여서 예배하길 원했고, 매일 말

씀을 나누고 , 눈물로  솔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단원 한명 한명,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 느꼇습니다. 

그 체험에. 그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평온, 그 

감사, 감동에 함께 울고웃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서로를 위해 기쁘게 더 고생하려는 

저희 사랑스럽고 소중한 단기팀원들이 있었습니

다. 제가 아주 쬐금 굳은 일 하면 내 사랑하는 동

생들, 집사님, 선교사님들이 편해질 것같고, 선교

사님은 매년 이런 고생을 하시니 한번 온 제가 제

일 많이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단기팀에 마음이 그러했

습니다.  고되게 몸을 쓰면 쓸수록 기뻐지는 이상

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보고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쓴 일기

장에, '오늘의 고단함을 오늘밤 단잠으로 깨끗하

게 씻어주시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작은 찬들과  

변변찮은 음식으로 모두가 맛있게 먹고 특히 축

구팀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써놨는데... 그것에도 응

답하심에 그 은혜에 지금 순간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닮아 가려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

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평

안하고 기쁘게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보엠팀과 축구단을 섬기고 봉사 하는게, 그들이 

편히 쉬고 먹고 웃어주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마음

이 즐겁고 기뻐 몸까지 가벼웠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찬으로 김치가 없으니 현지 재료로 피클

을 100인분 이상. 아주 많이 만들어 뒀습니다.. 

피클을 만드는 것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

다. 그런데 현지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정말 맛있

게 드셨습니다. 모두가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참 기뻣습니다. 또 피클을 담궜습니다.  밥집 이

모님이 된냥 그저 그냥 기뻣습니다 .

그 피클이 생각나서 서울와서 똑같이 만들었는

데 그맛이 아니더군요. 그마저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집중

하고, 나누고 섬기는 시간을 지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났고, 각지에 떨어

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

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생각하

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참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

을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왜  단기선교를 계속 하고 계신지, 믿는 사람들

이 전세계 각지의 선교지를 왜 직접 눈으로 보고 

밟아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성과, 커다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보단,  아프리카를 진심을 사랑하고 , 

선교사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고,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것이라

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섬김과 사랑이 큰 씨앗

이자 열매인줄로 압니다.  

그동안 제 마음엔‘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인데,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이 세상에

서 잘 먹고 잘 누 리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가야

지~ ’ 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잘 들여다

보면 일하는데 힘쓰고  버는데 힘쓰는 이유와 목

적이 나를 위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참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걸 고백합니다. 

이번 단기선교로 하나님나라를 위해. 어떻게 섬

겨야 하는지. 섬김을 위해. 왜 내게 달란트를 주

셨는지. 왜 나는 달란트를 더 키워야하는지. 왜 

나를 단련하고 성취하여서, 선한 기독교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속에서도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저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향을 바꿔준 귀한 시

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단기선교를 통해 새로

운 소명을 깨닫고 비젼을 발견하는 순간을  만나

길 기도합니다.

고되게� 몸을� 쓰면� 쓸수록����� 기뻐지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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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란트�양진성�(월드미션�프론티어�홍보대사)

  탄자니아 무완자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 꽤

나긴 비포장길을 달려 이솔레라는 지역에 도착했

습니다. 

너른 광야와 끝없는 지평선을 눈으로 볼 수 있

었습니다.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푸른 하늘과 

대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어디에

서도 마을이나 아이들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바위 위에 지어진, 아직 콘크리

트 벽만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이 

밤이면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침

낭 하나에 원터치 모기장을 텐트삼아, 물도 전기

도 없이 삼일을 지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문명

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왔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신기하게도 아

이들은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둘러보

아도 근처엔 집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

명 외국인이 왔다는것, 그 외국인에게 무언가 받

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먼 길을 걸어 왔을 것입니다.  

모여든 아이들은  호기심과 신기함, 그리고 경

계가 뒤섞인 눈빛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포대기

에 막 걸음마를 뗀 동생을 안고 먼 길을 걸어온 

7~8살 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이들

은 대부분 뒷창이 다 떨어진 쪼리나 슬리퍼를 신

고 와서 그것을 벗어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  

저는 처음 접하는 가난 이었습니다.  쭈뼛쭈뼛 

수줍게 몸을 움직이던 아이들은 우스꽝스럽게 몸

을 쓰며 망가지는  저희를 보고 배꼽이 빠질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금새 경계를 풀었 던 것 같

습니다.  

조금은 친근감이 생긴 아이들을 가까이 앉히고, 

이해하기 쉽게 자매들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

동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보이기나 하는지 아주 작은 스케치

북에 빨려들어 갈 듯이 숨죽이고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많이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현지사역자의 도움으로 다함께 사영리를 따라

했습니다. 마지막엔 현지사역자들이 아이들을 위

해 눈물로 뜨겁게 영접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프리카 말들을 전혀 이해 할 수없

었지만 그 뜨거운 목소리와 울림에 주님이 그곳

에 계시고, 그곳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습

니다. 저희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고,  함

께 울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계시고 동일하

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우린 분명 만났

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부

르시고 쓰시는 주님을 새롭고, 뜨겁게 만나는 시

간들이었습니다. 

 이솔레 성전에서 함께 첫 주일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곳을 다시 찾았을 떄 얘긴데요,  아이들

에게 들려주던 그림동화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저희는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연극으로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

다. 

아주 솔직히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칠칠맞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다니지?’ 원망하는 마음

이 있었습니다. 티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뀌

는 것은 없으니까요.  재빨리 역할을 나누고  단

한번 리허설을 하고, 연극을 했습니다. 물멧돌 하

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 하나님께 무릎꿇고 

기도하는 작은 꼬마 다윗을 보고  아이들이 박수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연약한 다윗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분명 만났습니다. 저희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

은 보잘것 없는 저희를 쓰시는 주님을  만났습니

다. 

내가 아무리 그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들, 많이 알고 많이 배웠든..결국 모든건 주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대로 , 쓰신다는 것을  새삼 

눈물이 나게 깨달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

습니다. 기꺼이  험상궂은 골리앗과 무서워 떠는 

졸병을 해준 우리 단기팀원들. 저희의 서툰 역할

극을 생생하게 통역해준 현지사역자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에 거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

고 감사했습니다. 집중하고 박수쳐준 아이들에게

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실수로 스케치북을 두

고 온 것 마저도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

리의 서툰 모습, 선툰 동작을 따라하고 배우려던 

, 호기심이 가득했던 아이들의 눈빛과 몸짓이 선

명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보이는. 어쩜 막연하

고 더디게만 보이는  그곳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

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 하나님의 넓은 세

상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시는 대표선교사님의 헌

신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

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저에게 그곳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저희 슬로건 같았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그 은혜에 감사가 넘칩니다.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저를 단기선교에 어떻게든 

보내신 이유는‘섬김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맛

보게 하시고  참된 섬김을 귀히 여기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처음 며칠 ..‘그래 난 월드미션 프론티어 소
속감이 있는  홍보대사인데 우리 선교회의 
아프리카 사역은 어떠한지 단기선교가 어떤 
건지 지켜보자. 체험해보자.’  

하루 이틀이 흐르고  뭘 안다고, 제 눈에 과정에 

비해 큰 열매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 이런 단기 선교를 왜 계속하실까, 다른 큰 사

역들로 고되신데 굳이 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일반 단기팀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설명

하시고 신경 쓰시는 대표선교사님이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쉬시고 큰 일을 도모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자주 올 것 같지도 않고 큰 후원자

가 되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사역지 여기저기 보

여주시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팀원들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육

체적으로 고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었습

니다. 아프리카까지 어렵게 온 사람들한테 밥 짓

고 설거지 하고 빨래하고. 등등 쉽게 가볍게 생각

하던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들. 제 머릿속엔 생산

적이지 않고 진취적이지 못한 일들 투성이였습니

다. 거기에 제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고 답답해 보

이는 아프리카 식이라는 많은 상황들을 직면했습

니다.   

현지 사역자들, 초청한 할렐루야 축구단, 보엠 

뮤지컬팀을 합쳐 60명 남짓되는 인원을 매일 먹

이고 섬겨야했습니다.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매번 장을 봐서 음식을 

해야했고 식기부터 조리도구까지 뭐하나 성한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물을 배에서 쓰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 

제대로 구해지지 않아 며칠이 지체됐음에도, 결

국  가깟으로 강물을 끌어올려 사용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미생물이 육안으로 둥둥 떠다니

는 저희의 일상에선 상상도 못할물. 그 물 마저 

귀했습니다.  

귀한 강물을 큰 대야에 담아 애벌을 하고 또 헹

구고 참으로 아꼇 썼습니다. 

그런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고 생

각지 못한 상황들과 책임감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때 모두들 모여서 예배하길 원했고, 매일 말

씀을 나누고 , 눈물로  솔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단원 한명 한명,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 느꼇습니다. 

그 체험에. 그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평온, 그 

감사, 감동에 함께 울고웃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서로를 위해 기쁘게 더 고생하려는 

저희 사랑스럽고 소중한 단기팀원들이 있었습니

다. 제가 아주 쬐금 굳은 일 하면 내 사랑하는 동

생들, 집사님, 선교사님들이 편해질 것같고, 선교

사님은 매년 이런 고생을 하시니 한번 온 제가 제

일 많이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단기팀에 마음이 그러했

습니다.  고되게 몸을 쓰면 쓸수록 기뻐지는 이상

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보고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쓴 일기

장에, '오늘의 고단함을 오늘밤 단잠으로 깨끗하

게 씻어주시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작은 찬들과  

변변찮은 음식으로 모두가 맛있게 먹고 특히 축

구팀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써놨는데... 그것에도 응

답하심에 그 은혜에 지금 순간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닮아 가려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

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평

안하고 기쁘게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보엠팀과 축구단을 섬기고 봉사 하는게, 그들이 

편히 쉬고 먹고 웃어주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마음

이 즐겁고 기뻐 몸까지 가벼웠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찬으로 김치가 없으니 현지 재료로 피클

을 100인분 이상. 아주 많이 만들어 뒀습니다.. 

피클을 만드는 것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

다. 그런데 현지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정말 맛있

게 드셨습니다. 모두가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참 기뻣습니다. 또 피클을 담궜습니다.  밥집 이

모님이 된냥 그저 그냥 기뻣습니다 .

그 피클이 생각나서 서울와서 똑같이 만들었는

데 그맛이 아니더군요. 그마저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집중

하고, 나누고 섬기는 시간을 지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났고, 각지에 떨어

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

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생각하

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참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

을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왜  단기선교를 계속 하고 계신지, 믿는 사람들

이 전세계 각지의 선교지를 왜 직접 눈으로 보고 

밟아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성과, 커다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보단,  아프리카를 진심을 사랑하고 , 

선교사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고,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것이라

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섬김과 사랑이 큰 씨앗

이자 열매인줄로 압니다.  

그동안 제 마음엔‘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인데,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이 세상에

서 잘 먹고 잘 누 리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가야

지~ ’ 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잘 들여다

보면 일하는데 힘쓰고  버는데 힘쓰는 이유와 목

적이 나를 위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참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걸 고백합니다. 

이번 단기선교로 하나님나라를 위해. 어떻게 섬

겨야 하는지. 섬김을 위해. 왜 내게 달란트를 주

셨는지. 왜 나는 달란트를 더 키워야하는지. 왜 

나를 단련하고 성취하여서, 선한 기독교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속에서도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저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향을 바꿔준 귀한 시

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단기선교를 통해 새로

운 소명을 깨닫고 비젼을 발견하는 순간을  만나

길 기도합니다.

고되게� 몸을� 쓰면� 쓸수록����� 기뻐지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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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유치원 사역

이 재개 된다.

1994년 르완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

고 시작된 어린이 선교는 유치원 교

육에 촛점을 두고 시작됐었다.

르완다 전쟁후 최초의 유치원을 키

갈리에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7개의 

유치원을 운영한 월드미션 프로티어

는 당시 3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유치원 교육을 통해 도왔었다.

탄자니아에서는 카라괴 난민촌에 

40개의 천막 유치원에서 난민신학교 

학생들이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탄자니아 난민촌신학교는 1997년 

1월 르완다 난민들이 강제로 귀환 되

면서 철수하였다.

1999년 선교사역을 정리하기 위해  

르완다의 27개 유치원 중 24개 유치

원은 유치원이 운영되던 교회에 인계

하고 3개의 자체건물을 가진 유치원

은 “Vision For Childeren”이라는 

원주민 중심 어린이 선교단체를 만들

어 인계했다.

“그동안 어린이 선교는 현지인팀

에 맡기고 저희 선교회는 복음화대회

와 고등교육에 촛점을 두었다”는 김

평육 선교사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

들의 파송이 늘고 질적인 유치원 교

육이 필요한 때가 되어 유치원 교육

을 재개 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치원사역이 

하나하나 자리잡고 있다.

르완다 찬구구 선교센터에서 시작

된 유치원은 1차로 60명의 어린이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로 이

어져야 하는데 초등학교 건축이 시급

하다.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터에도 국제

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유치원 개원을 

준비중이다. 건축이 진행중인 지난 

학기에 입학이 저조했지만 이제 놀이

터등 모든 시설을 마친 상태여서 1월

학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등록할 것으

로 기대된다.

탄자니아 새링게티 디스트릭에는 

무구구와 바리바리교회에 별도의 유

치원 건물을 건축하고 유치원이 운영

되고 있다.

이번 10월에는 탄자니아 이솔래에 

세워진 교회에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

고 있다.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에는 정해진, 

정현 선교사가 파송되어 곧 유치원을 

개원하고 어린이교회 사역에 힘을 솓

을 예정이어서 선교센터 주변 어린이

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우간다에서는 난지가 교회에 유치

원이 설립되어 어린이 교육에 힘쓰고 

있고 콩고 우비라 카통고에도 유치원

이 설립되었다.

월드미션 프론이어는 어린이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유치원 사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

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탄자니아 부코바에서 3회에 걸쳐 개교하였던 한

국어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했던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

콩고 고마에서 2회에 걸쳐 개교하였던 한국어 학

교 졸업생들은 대구 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귀국하였으며 현재 5명의 학생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탄자니아와 콩고의 한국어 학교 학생 선발은 정

부추천과 지역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졸업후 선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학생은 없었다.

이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유학한 후에 선교회에 

돌아와 사역할 인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선발기

준을 선교회 내로 축소하고 있다.

2년전부터는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교를 열어 우수학생을 선발하

여 한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교회에 대한 소

속감이 높다.

지난해에는 20명이 참가한 한국어 학교 졸업생

중 2명을 선발하여 유학을 보내고 이번 가을 2차 

한국어 학교를 개교하여 추정민. 임지혜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UWMF 과정에는 한국어 디플로마 과정을 개강

하여 재학생들이 대학 졸업까지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 유학의 길을 열어 줄 예정이다.

대구대학교, 백석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횃불트

리니티신학대학원 등의 진학의 길을 열어가고 있

다. 

선교현지  각  국가에  한국어  학교  개교와 

UWMF학위 과정을 위해 전문 한국어 교수가 필요

하다.

르완다 키갈리시 외곽의 극빈자들이 모여 살던 마

을에 설립된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설립당시 간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시작되었다.

개교 당시에는 회계학과와 인문학과로 시작되었

지만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는 IT학과

와 회계학과를 두고 있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에는 이문희 선교사가 

파송된 학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매일 아침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 30분간 채플

에서 예배로 학업이 시작되는 것.

사무엘 교장은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목사로 안

수받아 학생들의 학사업무 뿐아니라 아침 예배의 

설교로 학생들의 영적지도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교장 인토센트 선생도 교사직을 감당하면서 

UWMF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학생

들의 영적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전교생 예배가 채플에서 있

다. 별도로 워십팀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학

생 찬양팀은 WMSS 예배뿐아니라 타 학교에도 초

청되어 찬영집회로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보엠팀은 한국의 보엠 뮤지컬(단장 오성원)의 지

원으로 별도의 뮤지컬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여름 한국 보엠 뮤지컬 맴버들과 합동공연을  

시작으로 르완다에서의 공연활동을 개시할 예정이

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

활동의 날로 정하여 

워십팀, 보엠팀, 농구

부, 축구부, IT클럽  등 

5개 활동부서가 특별 

모임을 갖는다.

“학생들이 점심식

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점심

을 제공한다”는 이문

희 선교사는 “여러가

지 지원해야 하는 사

역이 많아 점심을 제

공하기에 힘이 부족하

다”며 도움을 요청하

고 있다.

빈민촌이었던 키갈리 고등학교 주변이 키갈시의 

고급 주택단지로 변하고 있어 키갈리시로 부터 건

축과 기존 건물과 학교 시설물의 보완을 재촉받고 

있다.

 WMSS는 학교시설의 보완을 위해 지난해 40피트 

컨테이너로 학교 용품을 수송하기도 했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결하여 더 많은 특별활동을 

만들어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2018년 7월 20일 부터 키갈리 고등학교의 방학기

간을 맞아 청소년 여름수련회, 스포츠(농구.축구.배

구. 베드민턴. 태권도)캠프, 컴퓨터 프로그래밍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참가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전화 (408) 345-1727.

3.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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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교회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어린이 사역의 일환으로 어

린이.청소년 교회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센터에 건축된 채플

에 어린이교회 사역을 시작한다.

르완다 찬구구에 처음으로 시작된 어린이교회에 

매주 8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석한다.  찬구구 

어린이교회는 2명의 전임전도사를 두고 15명 정도

의 교사들이 어린이 지도에 힘쓰고 있다.

박숙경 선교사가 찬구구 센터 전임 선교사로 사역

을 시작하면서 유치원과 함게 어린이교회가 시작된

것.

“주일이면 800명 정도의 어린이들어 모여 오는 

데 처음에는 음향시스템도 없이 어린이들에게 설교

하면 목이 쉴 정도었습니다. 15명 전도사 및 교사들

의 봉사하고 있어 분반공부를 야외에서 하는데 비오

는 날이면 문제가 많다”는 박 선교사는 “어린이들

의 분반 공부를 위한 교실이 필요하다”고 한다.

키갈리 어린이교회는 유치원을 전담하기 위해 부

임한 최영애 선교사가 사택 리빙룸에서 4-5명의 어

린이들로 시작되었다.

매주일 어린이들의 숫자가 늘어 이제는 선교센터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매주 15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은 추정민. 임지혜서교사가 어린이교회를 전

담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난지가 교회에 어린이교회가 시작되

어 한국 예수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자넷이 어린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탄자니아 부코바 교회에도 어린이 교회가 시작되

었지만 어린이 교육을 담당할 사역자가 없어 지지부

진한 상태였는데 정해진.정현 선교사가 파송되어 어

린이교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탄자니아 이솔래교회도 건축을 마치고 주일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어린이교회를 별도로 특성화 할 에정

이다.

콩고 우비라 카통고에도 어린이교회가 설립되어 

주변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에배드리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지교회 어린이 사역을 돕

기 위해서 조수아 선교사를 파송하여 1년간 아프리

카 4개국을 순회하며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4. 한국어 학교 

르완다 키갈리 유치원 등 8개 유치원 설립 

찬구구 어린이교회외 6개 어린이 교회  

실리콘밸리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활기찾는 월드미션 고등학교��

한국 유학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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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유치원 사역

이 재개 된다.

1994년 르완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

고 시작된 어린이 선교는 유치원 교

육에 촛점을 두고 시작됐었다.

르완다 전쟁후 최초의 유치원을 키

갈리에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7개의 

유치원을 운영한 월드미션 프로티어

는 당시 3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유치원 교육을 통해 도왔었다.

탄자니아에서는 카라괴 난민촌에 

40개의 천막 유치원에서 난민신학교 

학생들이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탄자니아 난민촌신학교는 1997년 

1월 르완다 난민들이 강제로 귀환 되

면서 철수하였다.

1999년 선교사역을 정리하기 위해  

르완다의 27개 유치원 중 24개 유치

원은 유치원이 운영되던 교회에 인계

하고 3개의 자체건물을 가진 유치원

은 “Vision For Childeren”이라는 

원주민 중심 어린이 선교단체를 만들

어 인계했다.

“그동안 어린이 선교는 현지인팀

에 맡기고 저희 선교회는 복음화대회

와 고등교육에 촛점을 두었다”는 김

평육 선교사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

들의 파송이 늘고 질적인 유치원 교

육이 필요한 때가 되어 유치원 교육

을 재개 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치원사역이 

하나하나 자리잡고 있다.

르완다 찬구구 선교센터에서 시작

된 유치원은 1차로 60명의 어린이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로 이

어져야 하는데 초등학교 건축이 시급

하다.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터에도 국제

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유치원 개원을 

준비중이다. 건축이 진행중인 지난 

학기에 입학이 저조했지만 이제 놀이

터등 모든 시설을 마친 상태여서 1월

학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등록할 것으

로 기대된다.

탄자니아 새링게티 디스트릭에는 

무구구와 바리바리교회에 별도의 유

치원 건물을 건축하고 유치원이 운영

되고 있다.

이번 10월에는 탄자니아 이솔래에 

세워진 교회에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

고 있다.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에는 정해진, 

정현 선교사가 파송되어 곧 유치원을 

개원하고 어린이교회 사역에 힘을 솓

을 예정이어서 선교센터 주변 어린이

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우간다에서는 난지가 교회에 유치

원이 설립되어 어린이 교육에 힘쓰고 

있고 콩고 우비라 카통고에도 유치원

이 설립되었다.

월드미션 프론이어는 어린이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유치원 사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

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탄자니아 부코바에서 3회에 걸쳐 개교하였던 한

국어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했던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

콩고 고마에서 2회에 걸쳐 개교하였던 한국어 학

교 졸업생들은 대구 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귀국하였으며 현재 5명의 학생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탄자니아와 콩고의 한국어 학교 학생 선발은 정

부추천과 지역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졸업후 선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학생은 없었다.

이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유학한 후에 선교회에 

돌아와 사역할 인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선발기

준을 선교회 내로 축소하고 있다.

2년전부터는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교를 열어 우수학생을 선발하

여 한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교회에 대한 소

속감이 높다.

지난해에는 20명이 참가한 한국어 학교 졸업생

중 2명을 선발하여 유학을 보내고 이번 가을 2차 

한국어 학교를 개교하여 추정민. 임지혜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UWMF 과정에는 한국어 디플로마 과정을 개강

하여 재학생들이 대학 졸업까지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 유학의 길을 열어 줄 예정이다.

대구대학교, 백석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횃불트

리니티신학대학원 등의 진학의 길을 열어가고 있

다. 

선교현지  각  국가에  한국어  학교  개교와 

UWMF학위 과정을 위해 전문 한국어 교수가 필요

하다.

르완다 키갈리시 외곽의 극빈자들이 모여 살던 마

을에 설립된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설립당시 간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시작되었다.

개교 당시에는 회계학과와 인문학과로 시작되었

지만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는 IT학과

와 회계학과를 두고 있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에는 이문희 선교사가 

파송된 학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매일 아침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 30분간 채플

에서 예배로 학업이 시작되는 것.

사무엘 교장은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목사로 안

수받아 학생들의 학사업무 뿐아니라 아침 예배의 

설교로 학생들의 영적지도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교장 인토센트 선생도 교사직을 감당하면서 

UWMF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학생

들의 영적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전교생 예배가 채플에서 있

다. 별도로 워십팀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학

생 찬양팀은 WMSS 예배뿐아니라 타 학교에도 초

청되어 찬영집회로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보엠팀은 한국의 보엠 뮤지컬(단장 오성원)의 지

원으로 별도의 뮤지컬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여름 한국 보엠 뮤지컬 맴버들과 합동공연을  

시작으로 르완다에서의 공연활동을 개시할 예정이

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

활동의 날로 정하여 

워십팀, 보엠팀, 농구

부, 축구부, IT클럽  등 

5개 활동부서가 특별 

모임을 갖는다.

“학생들이 점심식

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점심

을 제공한다”는 이문

희 선교사는 “여러가

지 지원해야 하는 사

역이 많아 점심을 제

공하기에 힘이 부족하

다”며 도움을 요청하

고 있다.

빈민촌이었던 키갈리 고등학교 주변이 키갈시의 

고급 주택단지로 변하고 있어 키갈리시로 부터 건

축과 기존 건물과 학교 시설물의 보완을 재촉받고 

있다.

 WMSS는 학교시설의 보완을 위해 지난해 40피트 

컨테이너로 학교 용품을 수송하기도 했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결하여 더 많은 특별활동을 

만들어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2018년 7월 20일 부터 키갈리 고등학교의 방학기

간을 맞아 청소년 여름수련회, 스포츠(농구.축구.배

구. 베드민턴. 태권도)캠프, 컴퓨터 프로그래밍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참가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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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찬구구에 처음으로 시작된 어린이교회에 

매주 8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석한다.  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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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활기찾는 월드미션 고등학교��

한국 유학 준비과정 

아프리카 현지 사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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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학 아프라카 학생 여름 수련회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한국에 유학 보낸 유학생들을 위한 제2회 

여름 수련회가 6월 28일 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포항 

YPC수련원에서 열렸다. 2017년 단기선교단이 함께 참여하여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했다.
할렐루야 축구단 축구교실  
할렐루야 축구단은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 

사역하였는데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축구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축구의 꿈

을 심어주며,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

탄자니아 무완자지역의 6개 고등학교, 우간

다 선교센터가 소재한 상기 지역의 12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지도했다.

이번 여름 많은 선수들이 말라리아로 고생

했다. 

할렐루야 축구단 초청 스타디움 경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매년 여름 아프리카 단기 선교활동의 일환

으로 할렐루야 축구단을 초청하여 스타디움 경기를 주최하였다. 

탄자니아 무완자 스타디움과 우간다의 빌라 축구단 전용구장에

서 프로팀과의 경기를 가졌다. 경기장 마다 1만 명 이상의 관중

이 모인 가운데 전도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보엠 뮤지컬 공연    
 보엠 뮤지컬은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공연팀이다. 2006년 부

터 매년 여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으로 참여하여 큰 감동을 주

고 있다. 현지사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키갈리 고등학교

를 중심으로 보엠 뮤지컬 현지팀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현지팀과 

합동으로 공연한다. 할렐루야 축구단의 스타디움 경기전에 보엠 

뮤지컬이 공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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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아프리카 단기선교    2017  
단기 선교단 활동  

탈란트 양진성 홍보대사가 함께 참여

한 2017년 단기선교단은 어린이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였다.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를 차례로 

방문하여 어린이 전도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2017년에는 할렐루야 축구단, 

보엠 뮤지컬, CCC찬양비전등 단체팀

이 초청됨에 따라 단체팀의 사역을 돕

는데 큰 몫을 해냈다.

CCC찬양지번 찬양집회    

매년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동역하고 있

는 CCC찬양비전(대표 박종술목사)은 올

해에도 미국과 한국에서 5명의 찬양팀이 

참가하여 르완다와 우간다에서 사역.

르완다에서는 KBBA졸업식에서 찬양집

회를 인도해 주었고, 우간다에서는 

KBBA학생들을 위한 워십 세미나를 열

고, 난지가 마을에서 야외 전도집회를 개

최하였다. 

3박 4일간 졸업세미나와 예행연습, 졸업식  400명 참가   
르완다 키갈리에 도착한 졸업생들은 3박 4일간 함께 

지내며 졸업세미나와 예행연습을 가졌다. 120명의 졸

업생과 가족, 12개 캠퍼스에서 400명의 학생들이 참가

하여 하나가 되었다. 

정현선교사 선교목사로 안수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Church of World Mission 

Frotier를 설립하며 교단 리더를 세우기 위해 UWMF 

신학대학원 졸업생과 선교회 사역자중 신학대학원 졸

업생을 (Reverand)목사로 안수하는데 이번에 한국인

으로는 처음으로 정현선교사를 목사로 안수하였다.

KBBA졸업장 수여   

졸업장 수여식. 아프리카인들은 졸업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BA. Diploma, 

Certificate과정을 마친 120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이 수여 되었다.

졸업장 수여는 총장 김평육선교사, 대학장 

노신영박사, 심창근박사가 참가하였다.

KBBA학위 수여식    

2017년 KBBA학위 수여식이 성대하게 진행됐다. 

전체 120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수여 받았는데 Certificate 

(38명, 노란색). Diploma (40명, 자주색), Bachelor (42명, 

빨강색)이 졸업했다. 

Certifcate과정 2년 60학점, Diploma과정 3년 90학점, 

Bachelor과정 4년 120학점을 이수하였다. 

KBBA졸업생중 15명 Pastor 목사로 안수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Church of World Mission Frontiers 

를 설립하며 KBBA졸업생 중 교단에서 동역하기를 원하

는 졸업생들을 (Pastor)목사로 안수한다. 올해에는 15명의 

졸업생이 CWMF 목사로 안수받고 교회 개척사역을 감당

한다. Pastor목사는 앞으로 5년간 사역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M.Div학위를 받으면 Reverand 목사로 리더십을 

갖게된다. 

목사(Reverand)안수식은 김평육. 심창근(워

원장). 박숙경목사가 안수위원으로 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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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립하며 KBBA졸업생 중 교단에서 동역하기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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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고아원 사역은 세번째 고아원이다. 우간다 

상기 선교센터 내에 고아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어

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25명의 어린이들을 입양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

업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첫 졸업생인 

에드워드는 마케레레 대학교 농학과에 

진학하여  3학년에 재학중이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캐네스는 한

국 대구대학교에 유학하여 한국어 학교

제 재학하며 ACC교회를 섬기고있다.

“우간다 고아원 어린이들은 특별히 

선교회 내에서 성장하며 교회에서 봉사

와 기도로 성장하니 다른 어린이들과 많

이 다르다”는 김 선교사는 “우간다 고아원 어린

이들 중에 앞으로 선교회를 이끌어 갈 많은 인재가 

있을 것으로 믿고 모두 한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한

다”고 밝혔다.

94년 르완다 전쟁 현장에서 45명의 고아들을 돌

보는 것으로 시작된 월드미션 프론티어. 

45명 어린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당시 7살이

었던 막대 알렉스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탄자니아 무완자에 설립했던 거리소년의 집은 

5년간 어린이들을 돌보고 현지인 사역자에게 인계

해 주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콩고 내전의 발상지였던 우

비라 지역에 고아원 설립의 필요성이 있어 조심스

럽게 준비하고 있다. 2018년 우비라 고아원이 개원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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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아원 사역       

 아프리카 현지 사역소개   

르완다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월드미션 프론티

어는 전쟁 미망인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양재학

교 사역을 진행해 왔다.

르완다 카욘자에서 시작된 양재학교는 르완다 

키갈리, 찬구구, 루헹게리로 확장되었다.

르완다뿐 아니라 우간다 상기, 탄자니아 무완

자, 콩고 고마 등지에서 그동안  수 많은 여성들

에게 양재기술을 가르치고 재봉틀 보내기 운동으

로 자립을 도와 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이 고등교

육과 의료사역으로 확산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 할 수 없어 현재는 르완다 

카욘자에 양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계속되는 요청으로 

기술학교의 재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이번 가을에는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에 양

재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부코바 센터에는 정해진. 정현 선교사가 파송되

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송 선교사들이 스스로 운영경비를 마련해서 

양재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르완다 찬구구에는 박숙경선교사가 어린이교회

와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양재학교 사

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콩고 우비라 센터의 사역은 임지혜선교사가 담

당할 예정이어서 양재학교를 재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우간다에 설립되는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에는 학사학위 외에도 2년과정의 전문대

학교 과정으로 It학과, 건축,토목학과 등 기술학교

의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월드미션 프로티어의 기술학교 운영을 위해서

는 강사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강사진만 확

보되면 여러지역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를 도울 수 있다.

양재, 용접, 목공, 정비, 컴퓨터 분야 등 기술교

사로 봉사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전화 (408) 345-1727 

6. 기술학교���

7. CWMF 교회개척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Church of World Mission 

Frontier 라는 교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선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회가 현지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현지 교단을 

만들어 교회가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해 왔

기 때문에 현지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단 가

입을 원하지만 기존의 교회를 조직화하지 않고 교

회를 개척하여 교단을 만들어 갈 예정

이다.

우선 KBBA졸업생과 대학원 졸업생

중 동역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목사로 

안수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 교단에 가

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회가 개척된 후 예배당 건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CWMF의 교회 개척사업에는 단기선교팀도 참가

하고 있다. 

매년 여름 진행되는 단기선교팀 중에 교회개척팀

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2-3주간 집중적으로 

전도활동을 펼치고 결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

우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간다 난지가 교회(사진)이다. 

2014년 한국의 청명교회 선교팀이 5일간 선교활동

으로 50명의 결신자를 얻어 교회가 시작되었고, 

2016년에 사진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여 청소년 전

도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에는 탄자니아 생게레마 이솔래 마을에 성전

공사를 마치고 단기선교팀이 전도를 마친 후 첫 예

배를 드렸는데 첫날 예배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KBBA재학생은 파견하고 주일 예배가 계속되고 있

다.

우간다 고아원 어린이 전원 한국 유학예정�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양재학교 개교 요구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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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의 섬마

을에 의료사역의 필요성을 갖고 병원

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는 캐냐, 우간다, 탄

자니아 3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거대

한 섬, 남한 땅의 2/3면적이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담수호로 호

수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일 퍼치와 

틸라피아 어업을 위해 수많은 젊은 

어부들이 섬마을에 거주한다.

빅토리아 호수에는 1천 개의 섬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섬주민들이 삶은  말로 표현 할 수 없

을 만큼 어렵다.

“1996년 빅토리아 호수의 작은 섬 

마을에서 그들의 삶을 목격하고 병원

선의 비전을 갖게 됐다”는 김평육 

선교사는 소원을 가진지 20년만에 빅

토리아 호수의 첫번째 병원선“살림

호”를 완공하고 의료장비를 갖춘데 

이어 두번째 병원선을 제작중에 있다.

병원선 사역은 두 척의 병원선 건조

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많은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병원선을 정박해야 하는 정박

시설과 각 정박장에는 별도의 메데컬

센터 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탄자니아 생

게레마 이솔래에 제 1정박장, 마라주 

수구티에 제 2정박장, 물랑기에 제 

3정박장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병원선 1.호선 살림호는 진료와 간

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실과 수

술실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제작중인 2호선은 1호선과 똑 

같은 설계로 제작 되지만 내부 시설

은 수술전문선으로 제작하고 있다.

“아직도 병원선 사역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김선교사는“한국과 

미국의 많은 병원과 의료선교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척의 병원선

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마련에 어려움

을 겪고 있지만 자비량 의료봉사단의 

활동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여갈 예정

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2-30개 의료선교

단체  또는  종합  병원  선교팀과 

MOU를 체결하고 각 단체가 매년 

1주간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면 병원

선 1. 2호선이 매월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빅토리아 호

수 주변의 정부병원과도 협력하며 한

국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장비 및 의

약품 보급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더 투게더(이사장 정애리)에서

는 1호선 살림호에 의료장비를 제공

해 주었으며, 2018년 2월 1차 의료진

을 파견하여 단기 의료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참가했던 아산병원 의

료팀도 2018년 2월 2차 의료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18년 빅토

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에 참가할 자

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의료진은 매

월 선교회가 모집하는 선교팀으로 참

가하고 단체팀은 단체별로 사역할 수 

있다.

문의 미국: 408 345 1727

       한국:  02 323 2932

8. 의료사역   

호수 주변 정박시설 및 메디칼센터 건축 필요 �

 아프리카 현지 사역소개    아프리카 현지 사역소개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 

어린이와 후원자를 일대일로 연결

하는 어린이 결연 후원사역을 본격

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많은 후원자들의 결연 요

청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현지에

서 각 어린이들을 관리하기에 어려

움이 많아 결연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아

프리카 현지에 파송되어 있어 현지

에서 결연 어린이들을 양육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결연사업은 우선 월드미션 프론

티어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교

회. 고아원, 고등학교, 신학교 등 

월드미션 프론티어에 속한 기관의 

어린이들을 우선하고  더 나아가 

주변의 극빈 가정의 어린이들을 도

울 예정이다.

유치원 

유치원 어린이들은 매월 20달러

의 후원금으로 유치원 등록금을 지

원하고 매일 유치원에 출석하여 급

식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매월 30달

러의 후원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

여 학교 진학과 가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매월 

50달러의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등

록금과 기숙사비를 해결 할 수 있

다. 

어린이교회 

어린이.청소년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 중 학교에 갈 수 없는 형

편의 가정의 어린이들의 장학사역 

신학대학원. KBBA과정

아프리카의 영적 지도자들을 양

성하는 신학교 사역이 확산되고 있

다. 농촌에 있는 수 많은 목회자들

의 교육 경비를 선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목회자 평생교육 과정인 KBBA 

는 매월 한 주간씩 학교에서 숙식

하며 학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식사제공이 어렵다. 

1인당 30달러면 한주간 동안 식

사를 제공하며 목회자를 양육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우간다와 르완다 

캠퍼스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탄자

니아, 부룬디, 콩고의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숙식비로 매월 50달러의 

지원이 필요한다. 

아프리카 어린이 입양.장학사역

에 많은 후원자들의 참여가 기대된

다. 

문의 (408) 345-1727 

9. 어린이 결연 장학사역  

선교간증

 KBBA (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는 과정은 목회자 평생교

육과정이다.

아프리카의 여건상 농촌지역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학교육뿐 아

니라 일반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농촌지역에

서 교육의 기회를 잃은 목회자들의 

신학교육을 위하여 KBBA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는 목회자뿐아니라 교회에

서 중책을 맡아 봉사하는 많은 청

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KBBA과정은 Certificate과정 

(60학점), Diploma과정 (90학점), 

Bachelar과정 (120학점)을 두고 있

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KBBA과정

은 현재 아프리카 4개국 12개 학교

가 운영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Nsangi(본교), 

Mbale 두 개의 학교, 탄자니아는 

Bukoba, Geita, Serengeti, Mwanza, 

Kigoma 5개학교, 르완다에는 

Kigali, Cyangugu, Kayonza 3개 학

교, 콩고에는 Uvira, Katongo 2개 

학교 등 전체 12개 학교가 운영되

고 있다.

KBBA는 현지 목회자들의 훈련

과 미래 목회자 발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KBBA개교를 요

청하지만 교수요원의 부족과 재정

문제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어려움 가

운데서도 우선 우간다의 Mbarara, 

부룬디의 Bujumbura, 탄자니아의 

Musoma등지의 KBBA개교를 준비

하고 있다.

KBBA과정은 매월 한주간 인텐

시브 과정으로 강의한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40시간의 강의로 3학점을 이수하

는 과정이다.

4년간 수학하고 Bachelor 학위를 

받은 학생은 UWMF의 대학원 과

정에 진학할 수 있다.

UWMF는 우간다정부의 종합대

학교 인가와는 별도로 아프리카 신

학대학 협회에 회원가입과 학점 인

절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신학

대학원과 연결하여 대학원 진학의 

길을 열어갈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횃불트리티 신학대학

원, 영남신학대학교, 백석대학교 

등과 MOU체결하고 KBBA졸업생

의 대학원 진학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UWMF 신학대학원은 현재 우간다 캠퍼스와 키

갈리 캠퍼스에서 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간다 캠퍼스에는 우간다와 탄자니아 학생들

이 참석하고, 키갈리 캠퍼스에는 르완다 학생클

라스와  별도로 콩고와 부룬디 학생들을 위한 과

정을 개설하고 있다.

매월 한 주간 인텐시브 코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방문 교수들이 강의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수들이 

Ph.D 또는 D.Min학위를 가진 교

수들이 강의하고 있어 학업 열기

가 높다.

UWMF 신학대학원 과정은 현

재 M.Div과정에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UWMF 신학대학원 과정도 아

프리카 신학교 협의회 가입을 추

진하고 있어 졸업생들이 북미주 

및 아시아 신학협회 신학교와 교

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UWMF신학대학원의 3대 목표는 “목회자 양

성”, “선교사 양성”, “신학자 양성”등 3대 

목표를 갖고 시작되었다.

특히, 현지의 교수진이 확보되면 KBBA과정을 

확장해 갈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교수진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UWMF 신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한국과 미국의 신학대학원 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영남신

학 대학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과 MOU를 체

결하고 Th.M과정과 Th.D, D.Min과정에 진학시켜 

교수 요원으로 양육한다.

UWMF 신학대학원에도 Th.M, Th.D, D.Min과정

을 두고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 및 교수진을 양성

할 예정이다.

신학대학원의 인텐시브 과정은 한국과 미국에

서 교수. 목회자로 사역하는 교수진이 2-3주간 

방문하여 우간다와 르완다 캠퍼스에서 강의한다.

UWMF가 아프리카 신학교 협회에 가입되는데

로 내년 9월 부터는 우간다 캠퍼스에서는 풀타임 

클라스, 키갈리 캠퍼스에는 야간 및 주말 과정이 

개교될 예정이다. 풀타임과 야간과정은 현지에 

있는교수진을 확보하여 강의한다.

신학대학원 교육을 위해 많은 후원자들의 기도

와 후원이 요청된다. 

11. 신학대학원.대학교  

조인규10. KBBA    
Uganda : Nsangi , Mbale, *Mbarara

Tanzania : Bukoba, Geita , Mwanza, Serengeti , 

            Kigoma

D.R. Congo : Uvira, Katongo

Rwanda : Kigali , Kayonza, Cyangugu

Burundi : *Bujumbura 

Uganda : Nsangi ,    

Rwanda : Kigali ,    Burundi : Bujumbura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장학지원

고아원 어린이 결연

신학대학교. 대학원생 결연 장학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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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의 섬마

을에 의료사역의 필요성을 갖고 병원

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는 캐냐, 우간다, 탄

자니아 3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거대

한 섬, 남한 땅의 2/3면적이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담수호로 호

수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일 퍼치와 

틸라피아 어업을 위해 수많은 젊은 

어부들이 섬마을에 거주한다.

빅토리아 호수에는 1천 개의 섬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섬주민들이 삶은  말로 표현 할 수 없

을 만큼 어렵다.

“1996년 빅토리아 호수의 작은 섬 

마을에서 그들의 삶을 목격하고 병원

선의 비전을 갖게 됐다”는 김평육 

선교사는 소원을 가진지 20년만에 빅

토리아 호수의 첫번째 병원선“살림

호”를 완공하고 의료장비를 갖춘데 

이어 두번째 병원선을 제작중에 있다.

병원선 사역은 두 척의 병원선 건조

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많은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병원선을 정박해야 하는 정박

시설과 각 정박장에는 별도의 메데컬

센터 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탄자니아 생

게레마 이솔래에 제 1정박장, 마라주 

수구티에 제 2정박장, 물랑기에 제 

3정박장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병원선 1.호선 살림호는 진료와 간

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실과 수

술실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제작중인 2호선은 1호선과 똑 

같은 설계로 제작 되지만 내부 시설

은 수술전문선으로 제작하고 있다.

“아직도 병원선 사역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김선교사는“한국과 

미국의 많은 병원과 의료선교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척의 병원선

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마련에 어려움

을 겪고 있지만 자비량 의료봉사단의 

활동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여갈 예정

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2-30개 의료선교

단체  또는  종합  병원  선교팀과 

MOU를 체결하고 각 단체가 매년 

1주간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면 병원

선 1. 2호선이 매월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빅토리아 호

수 주변의 정부병원과도 협력하며 한

국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장비 및 의

약품 보급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더 투게더(이사장 정애리)에서

는 1호선 살림호에 의료장비를 제공

해 주었으며, 2018년 2월 1차 의료진

을 파견하여 단기 의료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참가했던 아산병원 의

료팀도 2018년 2월 2차 의료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18년 빅토

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에 참가할 자

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의료진은 매

월 선교회가 모집하는 선교팀으로 참

가하고 단체팀은 단체별로 사역할 수 

있다.

문의 미국: 408 345 1727

       한국:  02 323 2932

8. 의료사역   

호수 주변 정박시설 및 메디칼센터 건축 필요 �

 아프리카 현지 사역소개    아프리카 현지 사역소개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 

어린이와 후원자를 일대일로 연결

하는 어린이 결연 후원사역을 본격

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많은 후원자들의 결연 요

청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현지에

서 각 어린이들을 관리하기에 어려

움이 많아 결연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아

프리카 현지에 파송되어 있어 현지

에서 결연 어린이들을 양육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결연사업은 우선 월드미션 프론

티어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교

회. 고아원, 고등학교, 신학교 등 

월드미션 프론티어에 속한 기관의 

어린이들을 우선하고  더 나아가 

주변의 극빈 가정의 어린이들을 도

울 예정이다.

유치원 

유치원 어린이들은 매월 20달러

의 후원금으로 유치원 등록금을 지

원하고 매일 유치원에 출석하여 급

식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매월 30달

러의 후원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

여 학교 진학과 가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매월 

50달러의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등

록금과 기숙사비를 해결 할 수 있

다. 

어린이교회 

어린이.청소년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 중 학교에 갈 수 없는 형

편의 가정의 어린이들의 장학사역 

신학대학원. KBBA과정

아프리카의 영적 지도자들을 양

성하는 신학교 사역이 확산되고 있

다. 농촌에 있는 수 많은 목회자들

의 교육 경비를 선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목회자 평생교육 과정인 KBBA 

는 매월 한 주간씩 학교에서 숙식

하며 학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식사제공이 어렵다. 

1인당 30달러면 한주간 동안 식

사를 제공하며 목회자를 양육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우간다와 르완다 

캠퍼스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탄자

니아, 부룬디, 콩고의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숙식비로 매월 50달러의 

지원이 필요한다. 

아프리카 어린이 입양.장학사역

에 많은 후원자들의 참여가 기대된

다. 

문의 (408) 345-1727 

9. 어린이 결연 장학사역  

선교간증

 KBBA (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는 과정은 목회자 평생교

육과정이다.

아프리카의 여건상 농촌지역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학교육뿐 아

니라 일반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농촌지역에

서 교육의 기회를 잃은 목회자들의 

신학교육을 위하여 KBBA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는 목회자뿐아니라 교회에

서 중책을 맡아 봉사하는 많은 청

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KBBA과정은 Certificate과정 

(60학점), Diploma과정 (90학점), 

Bachelar과정 (120학점)을 두고 있

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KBBA과정

은 현재 아프리카 4개국 12개 학교

가 운영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Nsangi(본교), 

Mbale 두 개의 학교, 탄자니아는 

Bukoba, Geita, Serengeti, Mwanza, 

Kigoma 5개학교, 르완다에는 

Kigali, Cyangugu, Kayonza 3개 학

교, 콩고에는 Uvira, Katongo 2개 

학교 등 전체 12개 학교가 운영되

고 있다.

KBBA는 현지 목회자들의 훈련

과 미래 목회자 발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KBBA개교를 요

청하지만 교수요원의 부족과 재정

문제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어려움 가

운데서도 우선 우간다의 Mbarara, 

부룬디의 Bujumbura, 탄자니아의 

Musoma등지의 KBBA개교를 준비

하고 있다.

KBBA과정은 매월 한주간 인텐

시브 과정으로 강의한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40시간의 강의로 3학점을 이수하

는 과정이다.

4년간 수학하고 Bachelor 학위를 

받은 학생은 UWMF의 대학원 과

정에 진학할 수 있다.

UWMF는 우간다정부의 종합대

학교 인가와는 별도로 아프리카 신

학대학 협회에 회원가입과 학점 인

절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신학

대학원과 연결하여 대학원 진학의 

길을 열어갈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횃불트리티 신학대학

원, 영남신학대학교, 백석대학교 

등과 MOU체결하고 KBBA졸업생

의 대학원 진학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UWMF 신학대학원은 현재 우간다 캠퍼스와 키

갈리 캠퍼스에서 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간다 캠퍼스에는 우간다와 탄자니아 학생들

이 참석하고, 키갈리 캠퍼스에는 르완다 학생클

라스와  별도로 콩고와 부룬디 학생들을 위한 과

정을 개설하고 있다.

매월 한 주간 인텐시브 코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방문 교수들이 강의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수들이 

Ph.D 또는 D.Min학위를 가진 교

수들이 강의하고 있어 학업 열기

가 높다.

UWMF 신학대학원 과정은 현

재 M.Div과정에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UWMF 신학대학원 과정도 아

프리카 신학교 협의회 가입을 추

진하고 있어 졸업생들이 북미주 

및 아시아 신학협회 신학교와 교

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UWMF신학대학원의 3대 목표는 “목회자 양

성”, “선교사 양성”, “신학자 양성”등 3대 

목표를 갖고 시작되었다.

특히, 현지의 교수진이 확보되면 KBBA과정을 

확장해 갈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교수진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UWMF 신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한국과 미국의 신학대학원 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영남신

학 대학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과 MOU를 체

결하고 Th.M과정과 Th.D, D.Min과정에 진학시켜 

교수 요원으로 양육한다.

UWMF 신학대학원에도 Th.M, Th.D, D.Min과정

을 두고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 및 교수진을 양성

할 예정이다.

신학대학원의 인텐시브 과정은 한국과 미국에

서 교수. 목회자로 사역하는 교수진이 2-3주간 

방문하여 우간다와 르완다 캠퍼스에서 강의한다.

UWMF가 아프리카 신학교 협회에 가입되는데

로 내년 9월 부터는 우간다 캠퍼스에서는 풀타임 

클라스, 키갈리 캠퍼스에는 야간 및 주말 과정이 

개교될 예정이다. 풀타임과 야간과정은 현지에 

있는교수진을 확보하여 강의한다.

신학대학원 교육을 위해 많은 후원자들의 기도

와 후원이 요청된다. 

11. 신학대학원.대학교  

조인규10. KBBA    
Uganda : Nsangi , Mbale, *Mbarara

Tanzania : Bukoba, Geita , Mwanza, Serengeti , 

            Kigoma

D.R. Congo : Uvira, Katongo

Rwanda : Kigali , Kayonza, Cyangugu

Burundi : *Bujumbura 

Uganda : Nsangi ,    

Rwanda : Kigali ,    Burundi : Bujumbura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장학지원

고아원 어린이 결연

신학대학교. 대학원생 결연 장학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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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 유학 사역 

 아프리카 현지 사역소개   
 선교센터 사역소개   

13. 사랑의 가축 나누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매년 아프리카 복음화 대

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1년 르완다 복음화 대성회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 대규모 단기선교단이 참가하는 대형집회와 

세미나 등을 계속해 왔다. 

2010년까지 10년간 1,500명의 단기선교단이 참

가한 대형집회를 통해 15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한바 있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이제 대형집회 중심의 사

역을 축소하여 소규모 전도활동을 통한 교회 개

척에 집중하고 있다. 

1개 팀을 7-8명으로 구성되는 단기선교단은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교회 개척지에서 집

중적으로  어린이 성경학교, 영화상영, 의료

선교, 사랑의 가축나누기로 전도활동을 펼

친 후 그 지역 결신자로 교회를 세우는 사

역을 진행한다.

우간다 난지가 교회가 첫 시도로 성공한 

사례로 교회가 개척되었다. 한국의 청명교

회(담임 박정연목사) 선교단이 한주간 동안 

전도하고 50명의 결신자를 얻어 교회를 개척한 

후 2년만에 예배당 건축까지 이룬 경우이다.

탄자니아 이솔래 선교센터에는 예배당은 건축

하였지만 교회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2017년 단

기서교단이 3일간 전도활동을 펼치고 첫 주일예

배에 100명 이상이 참가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

월드미션 미션프론티어 2018년 여름 단기선교 

역시 7월 한달간 진행된다. 

사랑의 가축 나누기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농촌의 고질적인 

가난 퇴치 운동의 하나로 빈곤층 가정에 사랑의 염

소 나누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젖소 한마리(700달러)면 한 가정이 생활할 수 있

는 자산이 되고, 돼지와 염소 나누기도 

농촌 가정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

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선교센터가 있는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사랑의 염소나누기를 지속하고 있다.

우간다 카테레케 마을, 우간단 난지가 

마을, 르완다 카욘자 마을, 르완다 찬구구, 콩고 우

비라 카통고, 탄자니아 이솔래, 탄자니아 새링게티 

마을, 탄자니아 수구티 마을에 한인들의 사랑의 손

길로 수 많은 염소와 돼지 나누기를 실천하였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앞으로 각 교회나 단체가 

한 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사랑의 가축나누기를 

계속하도록 할 예정이다. 

탄자니아 이솔래 마을은 트라이밸리 한인 장로교

회(담임 이명섭목사)가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해 

100마리의 염소를 나누었다.

아프리카 빈민 마을과 결연하여 사랑의 가축나누

기를 하기 원하는 교회나 단체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화문의 (408) 345-1727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보내

기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2004년 4명의 아프리카 학생을 한국 한동대학

교에 유학 보낸것을 시작으로 2010년 부터 본격

적으로 유학 보내기 사역을 시작하여 그동안 

60명의 유학생을 한국에 보냈다.

2017년에도 지난 3월 학기에 4명의 유학생을 

보낸 이후 이번 9월학기에 추가로 4명을 선발하

여 한국 대구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입학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학부과정 유학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UWMF가 신학대학으로 인

가됨에 따라 신학대학원. 대학교 졸업생들의 한

국 신학대학원 유학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는 장학기금이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각 학생을 졸업할 때가지 후원할 수 있는 후원

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1년 등록금 

4,000달러(50% 장학금), 기숙사 비용 2천 달러를 

포함하여 6천 달러의 후원금이 필요하다.

신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장학금을 지원하면 

2학년 부터는 한국 교회에서 영어권 목회 사역자

로 봉사하고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도록 할 

수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

하여 유학사역을 전담하여 아프리카의 미래 지도

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대구대학교, 백석대학교, 영남신학

대학교, 횃불트리니티 신학원등과 MOU를 체결

하고 학생.교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UWMF가 신학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되는대로 

미국의 신학교와도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

침이다.

유학생 후원문의 (408) 345-1727 

14. 단기 선교단 활동 

종족간의 학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르완다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도시 모델이 되었다.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르완다 키갈리에 뮤지컬 

공연을 위한 전문 공연 예술센터가 설립 될 전망이

다. 

월드미션 프로티어는 보엠 뮤지컬(대표 오성

원)과 협력하여 키갈리 선교센터의 제 1 채플을 뮤

지컬 공연이 가능한 예술극장으로 개축할 계획이

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상임 예술감독 김혜진교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그동안 월드미션 프론티

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하면서 아프리카

의 문화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이고 정기

적인 뮤지컬 공연에 대한 꿈을 가졌다”면서 “이

젠 아프리카에도 정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술

극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아프리카 전문 공연단 예술교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교육을 

통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개발 협력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김혜진 교수는 그동안 

르완다 월드미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뮤지컬에 

소질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보엠 공연팀 훈련을 

계속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 단기 선교단으로 매년 

아프리카에서 공연을 게속하고 있는 보엠 뮤지컬 

오성원 대표(뮤비컬 배우)는  “그동안 아프리카에 

뮤지컬 공연 예술극장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

었다”면서 “예술극장 마련과 정기공연을 월드미

션 프론티어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키갈리 주택단지에 있는 선

교센터의 채플을 개축하면 뮤지컬 예술극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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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 유학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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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realized in the United States was 

that a lot of people there have no compulsion 

or reason to seek heaven.” 

Missionary Lee relayed this to us when 

recounting her visit to the United States. I 

could relate: before the mission trip to 

Rwanda, my life was filled with worldly 

concerns and aspirations that had nothing to 

do with my walk with God.

 My mind was not occupied with reading 

the Word, praying, or making sure that I didn't 

fall into my habitual sins; instead, it was filled 

with school, friends, and more school.

When the IT Camp started, I thought I was 

prepared; I had previous experience with the 

language barrier and I knew what to expect. 

I began the week with joy and the 

eagerness to do God's will and spread his love 

to the students. 

However, as the days passed, hardship 

upon hardship burdened me as it did before; 

when a student needed help more often than 

he was looking at the code, I began to feel 

annoyance and frustration instead of patience 

and eagerness.

Especially during the days before the 

competition, when students bombarded me 

with questions and issues needing resolution 

faster than I could answer another student's 

question, I felt exasperation and an 

inexplicable feeling of helplessness. 

At one point, I quietly slipped out of the 

room exhausted and trudged down the hall 

with the unshakeable thought that it was all 

useless. The competition was useless, the 

program was useless, and the camp - 

everything we came to do - was useless. 

Then, I was reminded of a certain pastor's 

sermon during the retreat I first encountered 

God. In his sermon, he brought two cups and 

filled the larger one completely with water, 

while leaving the smaller one partially full. 

He then explained to us that the smaller 

cup represented people: when we try to do 

God's work without God, we fail. 

We can never try to pour out God's love to 

others when we ourselves are not filled with it. 

Instead, we have to rely on God to work 

through us and give us strength. 

The pastor then poured water into the small 

cup with the larger cup to the point of 

continuous overflow. This, he said, was how 

we were meant to reach out to others. 

How can we, as imperfect and weak 

humans, ever hope to love others the same 

way as God? Only when we surrender 

ourselves and allow him to “fill our cup” can 

we pour out on others. 

With that in mind, I prayed to God, asking 

Him to help me and give strength; I could not 

do it alone. Hoping to be suddenl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miraculously rejuvenated, I 

stepped back inside the room with confidence. 

Either of those would have been extremely 

beneficial, as the moment I stepped into the 

room, numerous students approached me with 

questions.

 Unfortunately, neither was given to me. But 

I also realize looking back that I appreciated 

the students more: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tenacity despite errors, and their humility in 

recognizing that they had much to learn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me. 

I feel like God was revealing to me that I 

could learn so much from the students: I am 

unwilling to continue walking with God when 

life gets hard, I am reluctant to get back up 

when I falter spiritually, and I always question 

and test God.

 This, along with the missionary's 

observation, still echoes in my head. 

If I had my way, the entire camp would 

have had no issues, the students would have 

understood and been able to apply - with 

ease - everything we had taught them, and 

the no one would have suffered or broken a 

sweat. 

However, all of this would defeat the 

purpose that I believe God ultimately had for 

me in going on this mission trip: by using me 

to reach out to the students of World 

Missionary Secondary School, God helped me 

learn humility and patience. 

Patience to understand that the students are 

using a programming language that they 

learned in 2 hours yesterday, patience to 

understand that English is not their first 

language, humility to recognize that God has 

plans that elude my priorities, and most 

importantly humility to understand that God 

works in ways that I cannot understand or 

even hope to comprehend. 

Maybe I feel as conflicted as I was before 

the trip if not more. It's okay. As Psalm 130:5 

says,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and 

in his word I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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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ce to understand   
신형진(Gunn High Schoo 11학년, 임마누엘 장로교회 )

Before my mission trip, and even now, I 

had been consumed with college apps. This 

causes me to think about the past few years, 

reflect what I've done, and wonder about my 

purpose in life more than ever.

Slightly different from my two previous 

mission trips to Africa, this trip was more 

than just an opportunity to teach students 

and show love, but a time to meditate. I 

tried to use this chance to just have some 

time with God.

I know that junior year, you are faced with 

the prospect of almost entering into the real 

world. You get this urgency of finding your 

purpose and how you will fit like a block 

into your future college's student body, or 

get society in general. 

So desperately I wanted to understand who 

I was. And even more desperately I felt the 

need to reach out to God. And so, I used 

this opportunity to disconnect and reflect.

First things first, I realized how empty I felt 

and just a lot of hurt that I have accumulated 

throughout the years. There were a lot of 

scars and wounds that I have never realized 

before.

However, I realized it wasn't just me. It 

seemed that everyone had their own kind of 

hurt to different degrees. 

I realized a lot of hurt in the students. After 

interviewing them about their experiences in 

the camp and stuff I asked them “why.” 

One girl told me that her family was very 

poor and that family life was difficult. 

Another told me that she needed to support 

her family because her father had passed 

away. All the students said they needed 

money for their families. 

It wasn't just the students, but also in the 

people I met and also my team members. 

By talking to them, I realized that they 

seemed to have their own difficulties and 

stressful situations.

I think that in this mission trip God really 

revealed to me that pain is universal. This 

helped me feel more compassion to others. 

Even if it was spending a little extra one-

on-one time with the students to teach 

them or help them, I hoped that in a way it 

would give them confidence because I could 

feel the anxiety they seemed to have for 

their futures.

One student asked me to pray for her 

before the final competition on the last day 

of the camp, so I did. But instead of praying 

for her to succeed, I prayed that God would 

teach her new things and give her an open 

heart towards the results. And no matter 

what happened, that she would continue to 

praise Him and rely on Him. 

I don't know what kind of difficulties the 

students will face. I know that they will 

definitely go through more hardships in life. I 

do hope, however, that when they feel alone 

and are walking on an uncertain path, they 

will remember the times that we had 

together and know how much God loves 

and cares for them.

After the competition, the same student 

that asked me to pray approached me. She 

had not won the competition. However, 

despite her desire to have won, she was still 

able to smile brightly and told me “thank 

you for everything, I will miss you.” 

As I mentioned before, pain is a universal 

experience. This is true because we walk in a 

world full of sin, and the moment Eve took 

a bite of the forbidden fruit, it became 

unavoidable for us all. 

However there is another condition. The 

condition that become true the moment 

Jesus died on the cross, which is the promise 

of eternal life, with Him.

I suffer from a lot of pain everyday in my 

life that I know many can relate to. Though I 

could be short sighted and focus on this path 

and just give up, I choose, through the grace 

of God, to focus on much greater things and 

to worship Him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In this mission trip, I feel like God has 

opened my eyes through my encounters with 

the students and other people, and as a 

result, I feel like I have become a much 

more compassionate person. And this 

realization had compelled me to want to do 

more: I definitely want to break through the 

surface barrier of things and help those 

around me who may not realize it, the 

bigger, better picture of life that is a 

relationship with Jesus. Maybe I'll bring a 

non Christian friend to church, or just be 

more open about my faith, or go back to 

Africa again. Only God knows and we will 

see. Thank you.

 김민지 (Cupertino High School 12학년, 뉴비전교회)

Time to med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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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후반기�20일�작정�기도제목�     
1일 : 

(한국 유학생 사역을 위하여)

-유학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신입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한국의 유흥.쾌락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ACC교회를 위하여) 

-유학생교회 ACC를 통한 신앙 훈련

-ACC 찬양단 사역

-유학생교회 유지비 공급을 위하여

(유학생 사역을 신학대학원으로 확대)

-아프리카 UWMF신학대학교.대학원 졸업생들이 

한국 신힉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2일 : 

(탄자니아 지도자 한국 초청을 위하여)

10월 21일 부터 11월 2일까지 탄자니아 6개 주 

주지사등 고위공직자 12명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월드미션프론티어의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과 교

육. 개발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1. 항공료. 숙식등 경비마련

2. 방문하는 지도자들이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운

영과 대학교 설립의 지지자들이 되도록

3. 무구무 저수지 지역. 모로고로 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한국 기업을 만나도록

4. 탄자니아 6개주 정부와 한국의 교육계. 의료계.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위해

5. 탄자니아 대통령에게 출국허가를 신청한 상태

입이다. 대통령이 주지사.군수들의 한국 방문을 허

락하도록

3일 : University of Word Mission Frontiers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하여)

- 현재 운영중인 12개 목회자 평생교육 과정

(KBBA)과 3개 대학원 과정(GOT) 500명의 학생들

이 아프리카의 좋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로 성장하

도록

- UWMF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아프리카 신학교 

협의회 가입과 모든 학위과정이 인정되도록

- UWMF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할 

많은 교수진(M.Div., Th.M, Th.D., D.min, Ph.D)이 

확보되도록

- 한국 및 미국의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학생 및 

교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 KBBA 12개 학교, GOT대학원 3개 학교를 운

영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경비 마련을 위하여

4일 :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종합 대학교-경영. IT, 농축산)

National Council of Higher Education (Uganda)로 

부터 Letter of Interim Authority(설립인가)를 받았

습니다.

- 유효기간 3년내에 도서관, 행정사무실, 식당, 

운동장을 건축하고 박사학위 소지 교수진 및 교직

원을 확보하여 Provisional License 를 받아 학생모

집(2019년 1월 목표)을 할 수 있도록 

- UWMF 프로잭트를 위해 모금(30만 달러)활동

을 시작합니다. 목표한 대학교 설립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5일 : 건축사역 1 (르완다 키갈리)

- 키갈리 센터 신학대학원 건축 완공

   2층의 제2 채플(400명 수용), 강의실 2개, 

  기숙사(38명)의 완공을 위하여 

- 키갈리 센터 다목적 홀 완공

   2층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018년 2월까지완공 

- 키갈리 고등학교 교실 3동 건축을 위하여

- 키갈리 신학대학원 도서관 책장마련(10월 15일 

부터 2주간 인천 옥련중앙교회 목공팀 봉사)

6 : 건축사역 2 (우간다 상기)

우간다 대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 운동장

- 도서관 (2층 신축건물)

- 행정사무실(기존 건물을 2층으로 증축)

-  식당, 학생회관 건축을 위하여 

7일 : 건축사역 3 (탄자니아 부코바)

- 부코바 예배당, 교실, 기숙사 리모델링 완공

- 지진으로 무너진 선교센터를 재건축 할 수 있

도록 

- 화장실 및 울타리 공사 할 수 있도록

8일 : 건축사역 4 (탄자니아 이솔래)

탄자니아 이솔레는 생게레마 디스트릭트와 농과 

대학설립을 목표로 MOU를 작성하고 150에이커 20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선 2호선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 병원선 사역을 위한 크리닉 센터 건축 

- 농과대학 강의실 건축이 진행되도록

- 2호선 제작후 호수로 인양할 수있는 스립웨이

와 수로공사를 위하여 

9일 : 건축사역 5 (르완다 찬구구)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울타리 공사

-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위한 방갈로 건축

10일 : 건축사역 6 (콩고 우비라)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에 건축중입니다. 강이 

범람하여 홍수 방파제를 건축하는 등 어려움이 많

았습니다. 

- 교실(3), 예배당, 유치원 완공을 위하여

11일 : 건축사역 7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건조를 위

한 엔진등 고가의 선박 기계장비를 수입해야 

합니다. 제작에 지장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 조선소 도크 스립웨이와 수로 공사 완공

을 위하여

�

12일: 르완다의 사역을 위하여 

- 키갈리 고등학교사역 (이문희선교사)

- 키갈리 유치원사역 (최영애선교사)

- 키갈리 한국어 학교 사역(추정민선교사)

- 키갈리 어린이.청소년교회(임지혜선교사)

- 카욘자 양재학교 사역

- 찬구구 어린이교회.유치원(박숙경선교사)

- 신학대학원(키갈리),

- KBBA(키갈리, 찬구구, 카욘자)

13일: 우간다 사역을 위하여(우간다)

- Nsangi 고아원사역(어린이들의 건강과 

신앙 성장, 미래 지도자로 교육할 수 있도록) 

- 상기 교회 사역 

- 난지가 교회 사역(어린이교회, 유치원)

- 신학대학원(상기), 

- KBBA(상기, 음발레, *움바라라)

14일: 탄자니아 사역을 위하여

- 무완자 선교본부 사역을 위하여

- 이솔래마을 교회 및 유치원

- KBBA (무완자, 부코바, 게이타, 새링게티, 

키고마)

- 부코바 교회 및 유치원 사역

- 부코바 선교훈련원사역(정해진선교사)

- 새링게티 무구무, 바리바리교회 사역 

15일: 콩고 사역을 위하여

- 우비라 카통고 교회 및 유치원 사역

- 고아원 설립준비 (임지혜선교사)

- 우비라 타운 3개 교회 사역을 위하여

- KBBA(우비라, 카통고)

16일: 부룬 사역을 위하여

부룬디에는 선교센터를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부

룬디와 콩고 우비라에서 UWMF과정에 참석하는 학

생들이 많아져서 수도 무줌부라에 신학교를 설립이 

필요합니다.

- UWMF 신학대학원 분교 설립을 위하여

- KBBA 무줌부라 캠퍼스 개설을 위하여

17일: 사역을 위하여 (빅토리아 호수 병원

선)

-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의료진이 참가할 

수 있도록

- 미국과 한국의 의료선교 단체들과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 탄자니아 정부(보건사회부)와 좋은 관계

로 사역할 수 있도록

- 의료장비, 의약품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 병원선 1.2호선의 승무원, 현지인 의료진 

채용 및 운영경비가 마련되도록

18일: 2018년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위하여

- 2018년 1월 20일 - 2월 10일까지 (르완

다,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 한국과 미국 한인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 전체 일정이 성령충만하고 안전한 여행

이 되도록

19일: 파송 선교사와 간사들을 위하여

- 김평육대표 선교사와 가정을 위하여

- 한국과 미국의 간사들을 위하여   

   (조지영, 서해남, 홍명옥, 문보라)

- 파송 선교사를 위하여

   르완다: 최영애, 박숙경, 이문희, 

   콩고: 추정민, 임지혜, 

   탄자니아: 정해진, 정현

20일: 
- 20일 작정기도의 전체 제목을 위하여

- 인허가 문제를 위하여

1) 우간다 대학교인가 (Provisional License)

2) UWMF 신학교육협의회 학점인정을 위하여

3) 탄자니아 이솔래부지 토지대장 완료

4) 탄자니아 수구티부지의 토지대장 완료

5) 탄자니아 모로고로 농장부지 확보서류

6) 탄자니아 무구무댐지역 개발

7) 탄자니아 보사부와 병원사역 MOU

8) 살림호 병원으로 등록 

 20일 작정.금식 기도     20일 작정.금식 기도    

월드미션�프론티어의�아프리카�선교사역은�성도님들의�기도로�진행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의�선교사역을�위하여�9월�11일�부터�30일까지�20일�작정기도에�많은�참여바랍니다.�

*금식�하실�분들은�하루씩�금식에�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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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후반기�20일�작정�기도제목�     
1일 : 

(한국 유학생 사역을 위하여)

-유학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신입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한국의 유흥.쾌락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ACC교회를 위하여) 

-유학생교회 ACC를 통한 신앙 훈련

-ACC 찬양단 사역

-유학생교회 유지비 공급을 위하여

(유학생 사역을 신학대학원으로 확대)

-아프리카 UWMF신학대학교.대학원 졸업생들이 

한국 신힉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2일 : 

(탄자니아 지도자 한국 초청을 위하여)

10월 21일 부터 11월 2일까지 탄자니아 6개 주 

주지사등 고위공직자 12명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월드미션프론티어의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과 교

육. 개발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1. 항공료. 숙식등 경비마련

2. 방문하는 지도자들이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운

영과 대학교 설립의 지지자들이 되도록

3. 무구무 저수지 지역. 모로고로 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한국 기업을 만나도록

4. 탄자니아 6개주 정부와 한국의 교육계. 의료계.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위해

5. 탄자니아 대통령에게 출국허가를 신청한 상태

입이다. 대통령이 주지사.군수들의 한국 방문을 허

락하도록

3일 : University of Word Mission Frontiers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하여)

- 현재 운영중인 12개 목회자 평생교육 과정

(KBBA)과 3개 대학원 과정(GOT) 500명의 학생들

이 아프리카의 좋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로 성장하

도록

- UWMF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아프리카 신학교 

협의회 가입과 모든 학위과정이 인정되도록

- UWMF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할 

많은 교수진(M.Div., Th.M, Th.D., D.min, Ph.D)이 

확보되도록

- 한국 및 미국의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학생 및 

교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 KBBA 12개 학교, GOT대학원 3개 학교를 운

영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경비 마련을 위하여

4일 :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종합 대학교-경영. IT, 농축산)

National Council of Higher Education (Uganda)로 

부터 Letter of Interim Authority(설립인가)를 받았

습니다.

- 유효기간 3년내에 도서관, 행정사무실, 식당, 

운동장을 건축하고 박사학위 소지 교수진 및 교직

원을 확보하여 Provisional License 를 받아 학생모

집(2019년 1월 목표)을 할 수 있도록 

- UWMF 프로잭트를 위해 모금(30만 달러)활동

을 시작합니다. 목표한 대학교 설립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5일 : 건축사역 1 (르완다 키갈리)

- 키갈리 센터 신학대학원 건축 완공

   2층의 제2 채플(400명 수용), 강의실 2개, 

  기숙사(38명)의 완공을 위하여 

- 키갈리 센터 다목적 홀 완공

   2층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018년 2월까지완공 

- 키갈리 고등학교 교실 3동 건축을 위하여

- 키갈리 신학대학원 도서관 책장마련(10월 15일 

부터 2주간 인천 옥련중앙교회 목공팀 봉사)

6 : 건축사역 2 (우간다 상기)

우간다 대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 운동장

- 도서관 (2층 신축건물)

- 행정사무실(기존 건물을 2층으로 증축)

-  식당, 학생회관 건축을 위하여 

7일 : 건축사역 3 (탄자니아 부코바)

- 부코바 예배당, 교실, 기숙사 리모델링 완공

- 지진으로 무너진 선교센터를 재건축 할 수 있

도록 

- 화장실 및 울타리 공사 할 수 있도록

8일 : 건축사역 4 (탄자니아 이솔래)

탄자니아 이솔레는 생게레마 디스트릭트와 농과 

대학설립을 목표로 MOU를 작성하고 150에이커 20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선 2호선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 병원선 사역을 위한 크리닉 센터 건축 

- 농과대학 강의실 건축이 진행되도록

- 2호선 제작후 호수로 인양할 수있는 스립웨이

와 수로공사를 위하여 

9일 : 건축사역 5 (르완다 찬구구)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울타리 공사

-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위한 방갈로 건축

10일 : 건축사역 6 (콩고 우비라)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에 건축중입니다. 강이 

범람하여 홍수 방파제를 건축하는 등 어려움이 많

았습니다. 

- 교실(3), 예배당, 유치원 완공을 위하여

11일 : 건축사역 7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건조를 위

한 엔진등 고가의 선박 기계장비를 수입해야 

합니다. 제작에 지장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 조선소 도크 스립웨이와 수로 공사 완공

을 위하여

�

12일: 르완다의 사역을 위하여 

- 키갈리 고등학교사역 (이문희선교사)

- 키갈리 유치원사역 (최영애선교사)

- 키갈리 한국어 학교 사역(추정민선교사)

- 키갈리 어린이.청소년교회(임지혜선교사)

- 카욘자 양재학교 사역

- 찬구구 어린이교회.유치원(박숙경선교사)

- 신학대학원(키갈리),

- KBBA(키갈리, 찬구구, 카욘자)

13일: 우간다 사역을 위하여(우간다)

- Nsangi 고아원사역(어린이들의 건강과 

신앙 성장, 미래 지도자로 교육할 수 있도록) 

- 상기 교회 사역 

- 난지가 교회 사역(어린이교회, 유치원)

- 신학대학원(상기), 

- KBBA(상기, 음발레, *움바라라)

14일: 탄자니아 사역을 위하여

- 무완자 선교본부 사역을 위하여

- 이솔래마을 교회 및 유치원

- KBBA (무완자, 부코바, 게이타, 새링게티, 

키고마)

- 부코바 교회 및 유치원 사역

- 부코바 선교훈련원사역(정해진선교사)

- 새링게티 무구무, 바리바리교회 사역 

15일: 콩고 사역을 위하여

- 우비라 카통고 교회 및 유치원 사역

- 고아원 설립준비 (임지혜선교사)

- 우비라 타운 3개 교회 사역을 위하여

- KBBA(우비라, 카통고)

16일: 부룬 사역을 위하여

부룬디에는 선교센터를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부

룬디와 콩고 우비라에서 UWMF과정에 참석하는 학

생들이 많아져서 수도 무줌부라에 신학교를 설립이 

필요합니다.

- UWMF 신학대학원 분교 설립을 위하여

- KBBA 무줌부라 캠퍼스 개설을 위하여

17일: 사역을 위하여 (빅토리아 호수 병원

선)

-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의료진이 참가할 

수 있도록

- 미국과 한국의 의료선교 단체들과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 탄자니아 정부(보건사회부)와 좋은 관계

로 사역할 수 있도록

- 의료장비, 의약품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 병원선 1.2호선의 승무원, 현지인 의료진 

채용 및 운영경비가 마련되도록

18일: 2018년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위하여

- 2018년 1월 20일 - 2월 10일까지 (르완

다,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 한국과 미국 한인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 전체 일정이 성령충만하고 안전한 여행

이 되도록

19일: 파송 선교사와 간사들을 위하여

- 김평육대표 선교사와 가정을 위하여

- 한국과 미국의 간사들을 위하여   

   (조지영, 서해남, 홍명옥, 문보라)

- 파송 선교사를 위하여

   르완다: 최영애, 박숙경, 이문희, 

   콩고: 추정민, 임지혜, 

   탄자니아: 정해진, 정현

20일: 
- 20일 작정기도의 전체 제목을 위하여

- 인허가 문제를 위하여

1) 우간다 대학교인가 (Provisional License)

2) UWMF 신학교육협의회 학점인정을 위하여

3) 탄자니아 이솔래부지 토지대장 완료

4) 탄자니아 수구티부지의 토지대장 완료

5) 탄자니아 모로고로 농장부지 확보서류

6) 탄자니아 무구무댐지역 개발

7) 탄자니아 보사부와 병원사역 MOU

8) 살림호 병원으로 등록 

 20일 작정.금식 기도     20일 작정.금식 기도    

월드미션�프론티어의�아프리카�선교사역은�성도님들의�기도로�진행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의�선교사역을�위하여�9월�11일�부터�30일까지�20일�작정기도에�많은�참여바랍니다.�

*금식�하실�분들은�하루씩�금식에�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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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프리카에서의    그 특별했던 여름..    

 단기선교단 간증    

2017년 여름은 제게 아주 특별합니

다.

그것은 바로 <월드미션 프론티어

>를 통해 한 달여 동안  만난 아프리

카...그 아프리카를 통해 받은 감동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벅찬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봅니다.

▣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

 평범한 주부가 한 달여 일정으로 

단기선교를 간다는 것, 쉽

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것

도 머나먼 아프리카... 그런

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하나

님을 위해 제 시간과 마음

을 쏟길 원했습니다. 마음

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저를 인도

하신 것입니다.

 

꼭 아프리카여야 한다고 규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은 저의 교회

에서 저희 가족 4명 모두 참여하여 

필리핀에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주일간의 짧은 일정이라 많이 아쉬

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 마음에 조금 더 긴 시

간을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

과 정성이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마음의 소

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내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 하지 않는 그 곳에서 

나 주를 증거 하리라~~“

올해 1월1일 첫 주일 예배 전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

셨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를 예배

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단기선교 참가를 위해 선교 단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5월이 되도록,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선교단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

데 이상하게 어느 곳도 발견할 수 없

었습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올 여름

에는 가기가 쉽게 않겠구나 생각할 

할 즈음, 5월 중순 어느 날, 또 습관처

럼 “2017 여름 단기선교”라고 무심

결에 네이버를 검색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단기선교 모집 내

용이 제게 보여 졌습니다.

내용을 따라 들어가 보니 바로 <월

드미션 프론티어>였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더구나 언젠가 한번은 가보고 싶었

던, 밟아 보고 싶었던 그 땅, 아프리카

라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나니“ (빌 2:13)

 이곳인가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고 

저도 참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궁금한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날의 가슴 설레임 잊을 수 없습

니다.)

다시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단체인

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여러 선교단체들도 많고 해서 

좀 더 신중하여야겠기에..그런데 ‘크

리스천 라이프’라는 익숙한 신문이

름이 눈에 띄어 금세 안심이 되었습

니다. 언제 보았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건강한 기독신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석구석

을 살펴보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귀한 선교단체를 만났구나 하는 안도

감과 더불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애써온 단체가 

있다니...,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월드미션 프론티

어”와 “김평육 선교사”라는 단어

로 검색해서 처음부터 시간만 나면 

말씀과 다큐 등 관련 영상을 보았습

니다. 

이 영상을 통해 월드미션 프론티어

를, 아프리카를, 그리고 김평육 선교

사님을 좀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

다. 며칠 뒤 홍명옥 간사님이 보내주

신 김평육 선교사님의 책이 도착하여 

그 책과 더불어 또 어떻게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세워져 왔는지 세세하

게 살펴보며 감동과 은혜를 느꼈습니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한결같고 시

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처음 ‘월드미션 프론티어’

를 만난 다음에는 다른 곳은 아예 마

음조차 없었고 단지 이곳이 내가 가

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곳인가 보다 했지만 혹

여 내 인간적인 마음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지 기도하며 확신을 갖

기 원했습니다. 제 안에 평안과 확신

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라면 저의 가족도 저의 기도의 동역

자도 한마음을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먼저는 남편에게 이 내용을 얘기했

더니 감사하게도 흔쾌히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되는데도...아~ 너무 감사

했습니다. 언제나 내 편 들어주는 남

편이 새삼 더욱 고맙고 귀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처음에는 “아프리

카는 너무 위험하다”면서 걱정하며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저의 

뜻을 존중해주며 허락해주었습니

다.̂ ^ 

대학생 딸도 마찬가지로 걱정은 했

지만 격려해주어 고마웠습니다.(고마

운가족들 덕분에 제가 아프리카를 만

날 수 있었습니다.̂ )̂

 그 다음은 교회 목사님과 기도 동

역자에게도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누구도 “한 달 동안이나, 그것도 

위험한 아프리카를,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격려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 마감하는 날에야 

기쁘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은

혜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포항 캠프, 아프리카 유

학생과의 만남.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6.28~7.1 3박 4일 동안 포

항에서 아프리카 유학생

들과 단기선교 단원들과의 캠프가 있

었습니다. 

그 캠프를 통해 아프리카 친구들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마음으로 다

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틈틈이 탄자니아, 르

완다 사영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온 몸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며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아프리카

로 떠나게 되어 더욱 감사한 시간들

이라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아프리카에서 받은 은혜

를 나누려 합니다.

  탄자니아 므완자 게스트하우스에

서 하루를 묵은 후 양배추 김치와 피

클을 담근 후 우리 팀은 이솔레 마을

로 향했다. 2박3일 일정으로... 버스로 

이동 후 다시 배를 타고 빅토리아 호

수를 건너, 다시 30여분 더 가서 도착

한 시골 마을...그곳에 아직 공사가 마

무리되지 않은 예배당이 있었다. 

시멘트 벽면이 되어 있었고 지붕도 

있고 아직 다듬어 지지 않은 거친 맨

바닥이었지만 기대이상이었다.^^ 지

붕도 없는 곳에서 야영을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문은 없었지만 지붕도 벽

면도 가려져 그나마 감사했다. 

▣ 아름다웠던 이솔레의 밤..그리감

격의 첫 예배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그곳에

서 시멘트 가루 먼지와 함께 밥을 먹

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매트리스하나 모기장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쳤다. 손전등을 들고 가야

만 하는 화장실도 멀리 멀리 있고, 샤

워도 제대로 못하는 곳...그곳에서도 

감사만 넘쳤다.. 

생수병 2개로 이틀 만에 샤워를 해

도 그것조차 감사로 여기는 어여쁜 

자매들...그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은

혜였다. 

아프리카지만 새벽에는 

문도 없는 곳에서 바람이 

불면 추위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이 장소

에 머무를 수 있음이 감사

했다. 그 누구하나 불편하

다, 힘들다, 불평내지 않았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음 날 준비한 사영리와 찬양으로 

이솔레 아이들과 인근 아이들과 예배

를 드렸고 한 켠에는 마을주민을 위

한 의 료사역이 펼쳐졌다. 

준비한 선물도 나누며 아이들의 행

복 하는 모습에 함께 행복해했다. 어

린아이 어린동생을 업고 신발도 없이 

그래도 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예배

를 찬양을 함께하는 모습이 이뻤다. 

이 수많은 아이들에게서 내 눈에 가

장먼저 띈 건..그들의 발이었다. 그리

고 허름한 낡디 낡은 신발이 보였다. 

슬리퍼를 꿰매서 신었거나 맨발인 채

로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함께했다. 

그들의 맨 발을 보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낮게 더 낮게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길....더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게 있기를 기도했다. (이 글을 정리하

는 이 시간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지고 뭉클해진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눈에 띄었다. 

짧디 짧은 아프리카 특유의 머리, 그 

머리속에 허연 그 무엇이 눈에 들어

왔다. 피부병 같아 보였다. 많은 아이

들이 버짐처럼 온 머리가 하얗게 변

해있었다. 의료팀 심 목사님께 상태

를 여쭙고 피부약을 얻어왔다. 손으

로 아닌 면봉으로 발라야한다고 하셨

다. 손으로 발라주고 싶었는데 감염

의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그냥 면봉

으로 정성껏 피부약을 발라주었다. 

그런데 약을 바르는 데 눈물이 났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절로 되었다. 

눈물을 그쳐지지 않았다. 진심으로 

그 영혼에 대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 아이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주시기를..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

서”

내일은 감격적인 이솔레 교회의 첫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다.

그래서 팀을 나누어 각 마을로 가서 

사영리를 전하고 내일 예배에 초대할 

예정이었다. 영어도 잘못하지만 그들

에게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

았다. 정은자매와 현지인 사역자 3명

과 한팀이 되었다.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은 자매가, 부연 설명

은 현지인이, 나는 옆에서 기도하며 

아기를 봐주는 역할을 했다. 누가 정

한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을 보게 하셨다. 3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총 여섯 가정을 찾아가 복

음을 전했다. 6가정 중 5가정이 영접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 가정

은 남편이 이슬람이어서 본인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신 분이다. 

안타까웠지만 이 분도 언젠가 예수님

을 영접하길 기도한다. 한 가정에 아

이들까지 보통 6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 둘러앉아 있는 가운데 사영리를 

전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외출

하려는 청년에게도 다가가 잠깐만 시

간을 달라고 양해 구했더니 감사하게 

흔쾌히 가던 길 멈추고 가족들과 함

께 사영리를 들어주어 너무 감사했다. 

한 영혼이 귀하기에 이 시간 그냥 지

나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가정에서 아픈 자를 위해 한 마음으

로 기도해주었고 시간이 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감사 기도하고싶은 

마음을 주셨다. 가던 길 멈추고 우리

팀은 들판에 손잡고 서서 함께 기도

했다. 

감사의 기도를 오늘 만난 각 가정을 

위해서, 이 땅 이솔레, 그리고 탄자니

아를 위해서...기도를 마치고 현지인 

사역자가 말했다. 

우리의 기도는 한국어, 탄자니아어, 

르완다..우간다...각 나라 말로 다했다

고...감사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였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각 나라 

언어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다음 날 주일예배 시간, 마음은 벌

써부터 마을 저쪽 까지 눈길이 가 있

었다. 

어제 만난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예배 2시간을 넘게 남겨두

고도 일찍부터 예배를 드리러 온 마

을 사람들..감사했다. 

드디어 어제 전한 그 가족들의 모습

이 눈에 보였다. 다 참석은 하지 않았

지만 몇 몇 분들의 모습이 보여 얼마

나 감사한지 몰랐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

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했다. 이렇게 우리가 조

금만 애쓰면 이 귀한 영혼이 주님 품

으로 올 수 있는 데..생각하니 아프리

카에서의 단기 팀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2시간이상 진행된 이솔레 교회 첫 

예배.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었다.

 이솔레에 밤이 찾아왔다. 

어제도 오늘도 이솔레의 밤은 귀하

고 아름답다. 

전기가 없음이 오히려 감사하다. 오

히려 하늘의 별빛과 달빛

을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

게 비춰지는 달빛아래서 

단기팀은 빙 둘러앉아 찬

양을 하고 받은 은혜를 나

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

다. 

수많은 모기의 공격에도 우리의 은

혜의 시간은 멈출 수 없었다. 웃고 울

며 감사하며 결국은 “은혜, 하나님

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지

체들... 아, 이 귀한 자매들을.. 단기

팀..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하

고 감사했다. 

나를 비롯한 이곳에서 함께 한 모든 

분들은 이 아름다웠던 이솔레의 밤을 

평생 못 잊을 듯 하다. 그것은 꼭 이

솔레의 아름다움 때문만 아니라 이솔

레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

일 것이다..이동 중 우리는 언제나 누

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찬양을 불렀다. 

그 찬양들이 은혜였다. 마음으로 부

르는 찬양, 그 찬양이 힘이 되고 감사

가 되었다.

유은혜집사 (제주성안교회) 

귀한 선교단체를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더불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애써온 단체가 있다

니...,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귀한 자매들을.. 단기팀..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

했다. 

 단기선교단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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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프리카에서의    그 특별했던 여름..    

 단기선교단 간증    

2017년 여름은 제게 아주 특별합니

다.

그것은 바로 <월드미션 프론티어

>를 통해 한 달여 동안  만난 아프리

카...그 아프리카를 통해 받은 감동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벅찬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봅니다.

▣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

 평범한 주부가 한 달여 일정으로 

단기선교를 간다는 것, 쉽

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것

도 머나먼 아프리카... 그런

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하나

님을 위해 제 시간과 마음

을 쏟길 원했습니다. 마음

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저를 인도

하신 것입니다.

 

꼭 아프리카여야 한다고 규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은 저의 교회

에서 저희 가족 4명 모두 참여하여 

필리핀에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주일간의 짧은 일정이라 많이 아쉬

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 마음에 조금 더 긴 시

간을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

과 정성이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마음의 소

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내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 하지 않는 그 곳에서 

나 주를 증거 하리라~~“

올해 1월1일 첫 주일 예배 전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

셨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를 예배

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단기선교 참가를 위해 선교 단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5월이 되도록,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선교단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

데 이상하게 어느 곳도 발견할 수 없

었습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올 여름

에는 가기가 쉽게 않겠구나 생각할 

할 즈음, 5월 중순 어느 날, 또 습관처

럼 “2017 여름 단기선교”라고 무심

결에 네이버를 검색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단기선교 모집 내

용이 제게 보여 졌습니다.

내용을 따라 들어가 보니 바로 <월

드미션 프론티어>였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더구나 언젠가 한번은 가보고 싶었

던, 밟아 보고 싶었던 그 땅, 아프리카

라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나니“ (빌 2:13)

 이곳인가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고 

저도 참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궁금한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날의 가슴 설레임 잊을 수 없습

니다.)

다시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단체인

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여러 선교단체들도 많고 해서 

좀 더 신중하여야겠기에..그런데 ‘크

리스천 라이프’라는 익숙한 신문이

름이 눈에 띄어 금세 안심이 되었습

니다. 언제 보았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건강한 기독신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석구석

을 살펴보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귀한 선교단체를 만났구나 하는 안도

감과 더불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애써온 단체가 

있다니...,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월드미션 프론티

어”와 “김평육 선교사”라는 단어

로 검색해서 처음부터 시간만 나면 

말씀과 다큐 등 관련 영상을 보았습

니다. 

이 영상을 통해 월드미션 프론티어

를, 아프리카를, 그리고 김평육 선교

사님을 좀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

다. 며칠 뒤 홍명옥 간사님이 보내주

신 김평육 선교사님의 책이 도착하여 

그 책과 더불어 또 어떻게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세워져 왔는지 세세하

게 살펴보며 감동과 은혜를 느꼈습니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한결같고 시

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처음 ‘월드미션 프론티어’

를 만난 다음에는 다른 곳은 아예 마

음조차 없었고 단지 이곳이 내가 가

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곳인가 보다 했지만 혹

여 내 인간적인 마음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지 기도하며 확신을 갖

기 원했습니다. 제 안에 평안과 확신

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라면 저의 가족도 저의 기도의 동역

자도 한마음을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먼저는 남편에게 이 내용을 얘기했

더니 감사하게도 흔쾌히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되는데도...아~ 너무 감사

했습니다. 언제나 내 편 들어주는 남

편이 새삼 더욱 고맙고 귀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처음에는 “아프리

카는 너무 위험하다”면서 걱정하며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저의 

뜻을 존중해주며 허락해주었습니

다.̂ ^ 

대학생 딸도 마찬가지로 걱정은 했

지만 격려해주어 고마웠습니다.(고마

운가족들 덕분에 제가 아프리카를 만

날 수 있었습니다.̂ )̂

 그 다음은 교회 목사님과 기도 동

역자에게도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누구도 “한 달 동안이나, 그것도 

위험한 아프리카를,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격려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 마감하는 날에야 

기쁘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은

혜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포항 캠프, 아프리카 유

학생과의 만남.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6.28~7.1 3박 4일 동안 포

항에서 아프리카 유학생

들과 단기선교 단원들과의 캠프가 있

었습니다. 

그 캠프를 통해 아프리카 친구들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마음으로 다

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틈틈이 탄자니아, 르

완다 사영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온 몸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며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아프리카

로 떠나게 되어 더욱 감사한 시간들

이라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아프리카에서 받은 은혜

를 나누려 합니다.

  탄자니아 므완자 게스트하우스에

서 하루를 묵은 후 양배추 김치와 피

클을 담근 후 우리 팀은 이솔레 마을

로 향했다. 2박3일 일정으로... 버스로 

이동 후 다시 배를 타고 빅토리아 호

수를 건너, 다시 30여분 더 가서 도착

한 시골 마을...그곳에 아직 공사가 마

무리되지 않은 예배당이 있었다. 

시멘트 벽면이 되어 있었고 지붕도 

있고 아직 다듬어 지지 않은 거친 맨

바닥이었지만 기대이상이었다.^^ 지

붕도 없는 곳에서 야영을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문은 없었지만 지붕도 벽

면도 가려져 그나마 감사했다. 

▣ 아름다웠던 이솔레의 밤..그리감

격의 첫 예배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그곳에

서 시멘트 가루 먼지와 함께 밥을 먹

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매트리스하나 모기장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쳤다. 손전등을 들고 가야

만 하는 화장실도 멀리 멀리 있고, 샤

워도 제대로 못하는 곳...그곳에서도 

감사만 넘쳤다.. 

생수병 2개로 이틀 만에 샤워를 해

도 그것조차 감사로 여기는 어여쁜 

자매들...그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은

혜였다. 

아프리카지만 새벽에는 

문도 없는 곳에서 바람이 

불면 추위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이 장소

에 머무를 수 있음이 감사

했다. 그 누구하나 불편하

다, 힘들다, 불평내지 않았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음 날 준비한 사영리와 찬양으로 

이솔레 아이들과 인근 아이들과 예배

를 드렸고 한 켠에는 마을주민을 위

한 의 료사역이 펼쳐졌다. 

준비한 선물도 나누며 아이들의 행

복 하는 모습에 함께 행복해했다. 어

린아이 어린동생을 업고 신발도 없이 

그래도 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예배

를 찬양을 함께하는 모습이 이뻤다. 

이 수많은 아이들에게서 내 눈에 가

장먼저 띈 건..그들의 발이었다. 그리

고 허름한 낡디 낡은 신발이 보였다. 

슬리퍼를 꿰매서 신었거나 맨발인 채

로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함께했다. 

그들의 맨 발을 보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낮게 더 낮게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길....더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게 있기를 기도했다. (이 글을 정리하

는 이 시간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지고 뭉클해진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눈에 띄었다. 

짧디 짧은 아프리카 특유의 머리, 그 

머리속에 허연 그 무엇이 눈에 들어

왔다. 피부병 같아 보였다. 많은 아이

들이 버짐처럼 온 머리가 하얗게 변

해있었다. 의료팀 심 목사님께 상태

를 여쭙고 피부약을 얻어왔다. 손으

로 아닌 면봉으로 발라야한다고 하셨

다. 손으로 발라주고 싶었는데 감염

의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그냥 면봉

으로 정성껏 피부약을 발라주었다. 

그런데 약을 바르는 데 눈물이 났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절로 되었다. 

눈물을 그쳐지지 않았다. 진심으로 

그 영혼에 대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 아이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주시기를..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

서”

내일은 감격적인 이솔레 교회의 첫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다.

그래서 팀을 나누어 각 마을로 가서 

사영리를 전하고 내일 예배에 초대할 

예정이었다. 영어도 잘못하지만 그들

에게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

았다. 정은자매와 현지인 사역자 3명

과 한팀이 되었다.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은 자매가, 부연 설명

은 현지인이, 나는 옆에서 기도하며 

아기를 봐주는 역할을 했다. 누가 정

한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을 보게 하셨다. 3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총 여섯 가정을 찾아가 복

음을 전했다. 6가정 중 5가정이 영접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 가정

은 남편이 이슬람이어서 본인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신 분이다. 

안타까웠지만 이 분도 언젠가 예수님

을 영접하길 기도한다. 한 가정에 아

이들까지 보통 6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 둘러앉아 있는 가운데 사영리를 

전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외출

하려는 청년에게도 다가가 잠깐만 시

간을 달라고 양해 구했더니 감사하게 

흔쾌히 가던 길 멈추고 가족들과 함

께 사영리를 들어주어 너무 감사했다. 

한 영혼이 귀하기에 이 시간 그냥 지

나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가정에서 아픈 자를 위해 한 마음으

로 기도해주었고 시간이 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감사 기도하고싶은 

마음을 주셨다. 가던 길 멈추고 우리

팀은 들판에 손잡고 서서 함께 기도

했다. 

감사의 기도를 오늘 만난 각 가정을 

위해서, 이 땅 이솔레, 그리고 탄자니

아를 위해서...기도를 마치고 현지인 

사역자가 말했다. 

우리의 기도는 한국어, 탄자니아어, 

르완다..우간다...각 나라 말로 다했다

고...감사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였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각 나라 

언어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다음 날 주일예배 시간, 마음은 벌

써부터 마을 저쪽 까지 눈길이 가 있

었다. 

어제 만난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예배 2시간을 넘게 남겨두

고도 일찍부터 예배를 드리러 온 마

을 사람들..감사했다. 

드디어 어제 전한 그 가족들의 모습

이 눈에 보였다. 다 참석은 하지 않았

지만 몇 몇 분들의 모습이 보여 얼마

나 감사한지 몰랐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

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했다. 이렇게 우리가 조

금만 애쓰면 이 귀한 영혼이 주님 품

으로 올 수 있는 데..생각하니 아프리

카에서의 단기 팀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2시간이상 진행된 이솔레 교회 첫 

예배.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었다.

 이솔레에 밤이 찾아왔다. 

어제도 오늘도 이솔레의 밤은 귀하

고 아름답다. 

전기가 없음이 오히려 감사하다. 오

히려 하늘의 별빛과 달빛

을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

게 비춰지는 달빛아래서 

단기팀은 빙 둘러앉아 찬

양을 하고 받은 은혜를 나

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

다. 

수많은 모기의 공격에도 우리의 은

혜의 시간은 멈출 수 없었다. 웃고 울

며 감사하며 결국은 “은혜, 하나님

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지

체들... 아, 이 귀한 자매들을.. 단기

팀..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하

고 감사했다. 

나를 비롯한 이곳에서 함께 한 모든 

분들은 이 아름다웠던 이솔레의 밤을 

평생 못 잊을 듯 하다. 그것은 꼭 이

솔레의 아름다움 때문만 아니라 이솔

레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

일 것이다..이동 중 우리는 언제나 누

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찬양을 불렀다. 

그 찬양들이 은혜였다. 마음으로 부

르는 찬양, 그 찬양이 힘이 되고 감사

가 되었다.

유은혜집사 (제주성안교회) 

귀한 선교단체를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더불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애써온 단체가 있다

니...,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귀한 자매들을.. 단기팀..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

했다. 

 단기선교단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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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프로티어가 아프리카 어린

이. 중고생을 후원자와 1:1 결연사역

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후원자들의 결연 요청이 있

었지만 현지에서 각자 어린이들 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결연사역을 추

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현

지에 파송되어 있어 현지에서 입양된 

어린이들을 직접 양육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 입양 (초등학교 보내기)

초등학생이 있는 극빈자. 전쟁미망

인 가정과 결연하여 매월 30달러의 후

원금을 전달하면 학교진학과 가정생

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파송

선교사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고 보

살피며 어린이들의 교육을 도울 수 있

습니다.

중고등학교 장학사역 

매월 50달러, 1년 600달러의 후원금

으로 극빈자 가정의 자녀들을 중.고등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1년 600달러의 후원금은 기숙사 비

용을 포함하고 있어 극빈가정의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유학사역

아프리카 미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

해 일대일 결연을 통해 아프리카 학생 

한국 유학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0달러의 후원금으로 등록

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학생 후원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후원자께서는 다음

서식을 작성하고 선교회로 보내주시

면 계속 선교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약정 

후원자명:(                                )

연락전화:

주소:

후원내역

(1) 가정입양 초등학교 보내기 후원

(2) 중.고등학교 장학사역 후원

(3) 한국 유학생 사역 후원 

위의 (      )번 사역을 후원하겠습니다.

CLWMF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병원선 사역 후원      

킫어린이 결연, 장학사역, 한국 유학생 후원        

“비전 2020”선교센터 건축사역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23년 동

안 (1)구제사역  (2)복음화대회 (3)지

도자초청 및 유학사역을 감당하고 

4기 사역으로 선교센터 건축과 병원

선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선교센터 건축에 중점

을 둔“비전 2020” 계획을 세우고 

건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재정 문제

로 건축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병원선 정박시설 건축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 운영을 위

해서 정박시설과 수술환자 회복실 등 

의료센터를 건축해야 합니다.

현재 9곳의 지점에 부지를 확보하

고 4개의 정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각 정박장 부지에는 병원선 크리닉

센터, 예배당, 유치원등이 건축되어

야 합니다.

현지인 교회 건축 후원

선교회는 선교회 자체적인 사역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현지인 

교회 건축 돕기 사역을 추진합니다.

현지인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힘이 모자라는 부분들 돕습니다. 

건축 후원금

병실건축 : 병실 1동 (1만 달러)

유치원건축:교실 2개 (1만5천달러)

예배당건축:50평이상 (2만 달러)

현지교회 지붕공사:5천-1만 달러

어린이도서관  2만 - 3만 달러 

우물공사: 8천 - 1만 달러 

건축사역을 후원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 서식을 오려서 헌금과 함께 보

내주시면 됩니다.

후원약정 

후원자명:

연락전화:

주소:

후원내역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건축사역에 

(                     )건축 후원금 

(                   )를 후원합니다.

약정서 보내실곳 :

CLWMF 

1572 Los Padres Blvd. #206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이 의료장비의 설치

를 마치고 본격적인 의료선 사역을 전개합니다.

평상시 사역 

병원선 살림호는 평상시에는 장기 파송선교사

와 현지인 사역자들이 사역합니다. 

선장(1), 부선장(1), 엔지니어(1), 보조 엔지니어

(2), 선원(3), 의사(2), 간호사(3), 사무장(1) 등의 사

역팀이 순회 의료사역을 감당합니다.

병원선 사역의 유지를 위해서 많은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이 필요합니다.

단체 사역팀 대여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병원선 유지경비의 마련

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선교단체와 선교협력관계

를 갖고 매년 1차례 의료선박을 대여하는 방식으

로 의료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교단은 15명 -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항경비를 부담하면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정한 

사역 코스를 따라 선박을 운항하며 사역할 수 있

습니다.

병원선 후원약정 

후원자명:               

연락전화:

주소:

후원내역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을 위하여 매월  

(                   )의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약정서 보내실곳 :

CLWMF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비전 2020” 선교센터 및 병원선 정박시설 건축후원            

단체 의료 봉사팀에게는 병원선 대여, 개인은 선교회 팀으로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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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프로티어가 아프리카 어린

이. 중고생을 후원자와 1:1 결연사역

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후원자들의 결연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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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결연사역을 추

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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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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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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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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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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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WMF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병원선 사역 후원      

킫어린이 결연, 장학사역, 한국 유학생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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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종합대학교를 설립합니다.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Project)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우간다 고등교육국(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으로 부터 대학교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설립허가(Letter of Interiam Authority)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고등교육국에 권장하는 시설을 보충하고 교직원 임용를 확정하면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설보완과 교직원 채용에 총 3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벽돌 한장, 세멘트 한 포대의 작은 정성으로 아

프리카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 U.W.M.F 총장 김평육 올림 

1. 자비량 교수. 행정직원을 모집합니다. 

   학과 : 신학과, IT학과, 경영학과, 농축산학과 

   자격 : -해당학과의 교과목 강의에 경험있는 분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 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분 

   기간 : 2년 사역후 연장 가능 (*사택제공) 

   개교 : 2019년 1월 부터 

2. 대학교 설립기금(30만 달러)을 후원해 주십시오 

   (1) 우간다 캠퍼스시설 건축 (4개학과 개설)

      - 도서관 신축 (2층-7만)     - 교수실 증축(2층- 5만)

      - 식당.학생회관 신축(2만)   - 운동장(1만)

   (2) 르완다 키갈리 캠퍼스 (경영학과, It학과) : 강의실(4만)

   (3) 탄자니아 이솔래(농축산학과) : 강의실.사무실 (6만)

   (4) 교직원 채용등 설립기금 (5만) 

선교헌금�보내실�곳: World Mission Frontier  (www.hismission.org)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전화문의 (408) 34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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