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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1. 케리, 큐라, 에슐리, 성민이와 함께 2 박 3 일간 청소년 집회 Vision-X 에 참석했습니다. 10 시간 가까이 오가는 

동안 청소년시절 긴 방황으로 힘든시간을 보냈던 케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구역에도 함께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케리의 소망이 이뤄질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큐라, 에슐리, 케리와 함께                  아이들이 차유리에 Happy 라고 글을 써놓고는  함박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2. 긴 겨울 보호구역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사가목에서 두번째 봄방학 VBS 를 진행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나타내신 말씀들을 배우고, 만들기를 통해 말씀을 적용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온성교회 선교팀이 콩알만한 아이들의 손톱에 반짝이는 네일아트와 영화관람 및 식사로 정성을 

다해 섬겨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먼 곳까지 와주신 선교팀께 

다시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네일아트                                         빵만들기(I am the bread of Life)             등불만들기(I am the light of the world) 
 

3. 성금요일에 원주민을 초대해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예수”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영상으로 

돌아보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4월 사역소식 



 

서펀리버 보호구역 사역을 감당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름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 호박파이를 나누며 관계를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이를 나누러 이 곳까지 온 것이냐며 놀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이 곳까지온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워 

 

4. 보호구역 문을여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가목 인근 9 개 보호구역 중 하나인 미시사기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곳에 회심한 미국인 원주민 3 가정이 팀을 이루어 연합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목도 이들 사역을 롤 모델로 삼고, 필요시 협력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보호구역에 그들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원주민들이 일어나 복음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얼마전 이강천 목사님의 저서 “예수님의 기도학교” 를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 중 주기도문을 인용한 기도문을 보고 

원주민들에게 적용해 중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적어봅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사가목과 원주민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가목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에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원주민들을 구원하심으로  

 이 보호구역과 원주민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사가목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사가목에 활동하며 영혼들을 포박하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묶어 몰아내시고 

 포박된 영혼들을 풀어내사 자유케 하심으로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어  

 주님을 찬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명하노니 사가목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원주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원주민의 영혼들에 중보로 뿌리노라. 

 어두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제 원주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원주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원주민의 구원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주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성령님이여, 사가목에 임하시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구원을 이루소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굶주림에서도 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먹이시고,         

 원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며 하늘의 생수로 마시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교만하여 온 죄를 사하시고  

 사가목에 대사죄의 은총을 내리소서. 
  

 저들로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사가목 원주민들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가목 원주민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클라라가 마음이 공허해 무언가 필요한것 같다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가 

마음에 우울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2. 늘 생기발랄 하셨던 리아 할아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된 H.아울위해. 아직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아들들이 할머니의 기도대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3.  주일학교에 출석하던 H 가 엄마의 마약중독이 심해져 격리되 다른 타운으로 입양가게 되었습니다. H 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 기억하고 의지하도록. 아이 엄마의 회복위해 

4. 따뜻해지는 날씨와 더불어 사역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놓치지 않는 선교사 가정. 

성령안에 깨어 있도록 

5. 동역자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9 개 보호구역 1 만 원주민 위해 함께 사역할 헌신된 5 가정위해. 

6. 성민이 성결이가 건강하게 예수님 닮는 아이로 자라도록. 선교사 가정 신분위해  

 

 

 

 

 

 

김근주선교사 1-647-980-5777 |인터넷 전화 070-5104-6059           다음카페  http://cafe.daum.net/faithandmission 

후원계좌 국민은행 437602-01-421079 김근주(한국)                      Email: peterkkj@hotmail.com 

 RBC bank: Account No.: 509 -701-9 Institution No.: 003 Transit No.: 06182 (캐나다) 

중보해 주세요 

원주민을 위한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