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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7:11-12) 
  

  

 

 

1. 정원 땅 깊숙히 심어두었던 분홍 튤립 구근초가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수선화가 질투라도 하듯 튤립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지난해 직능팀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생긴 정원을 보러 오후마다 화단을 오가던 원주민이 두 

조카(세카라, 데니칸)를 데리고 주일학교에 나왔습니다. 5 월 봄이 오기 무섭게 직능팀이 재방문해 정원에 아름다운 

파골라를 비롯한 현판, 텃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뿌리기만 했는데 자라고 꽃피우고 열매맺는 모습을 보니 묵상이 

절로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통해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현판                                         정원을 둘러싼 3개의 파골라                                             텃밭 

 2. 미국 아틀란타 벧엘교회에서 선교팀이 창립 후 처음 원주민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아틀란타를 방문해 

선교지의 상황과 비전을 나누며 값없이 주신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입을 모았는데, 이에 

33 명의 단기선교사들이 헌신해 보호구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원주민 목사님(Peter Owl)께서 시무하시는 

스페니쉬 교회의 카펫교체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실 난방, 벽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아낌없이 흘려보내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펫공사                                          리모델링을 마친 모습                                  주일학교 벽화 

3. 여름 위키미콩 사역 준비를 위해 중앙교회 답사팀과 함께 메니튤린 아일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합하게되는 성산교회 선교팀과 어린 자녀들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5월-6월 사역소식 



 

4. 부활의 교회 성도분들이 선교사 가정에 심방오셨습니다. 짧은 두시간의 교제였지만 정성과 사랑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큰 섬김 감사합니다.  

5. 여름사역을 위해 금식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7 년차 입니다. 7-8 월 두달간 기도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다음 카페(선교편지 아래주소)에 글을 남겨주시고, 하루 중 편한 시간에 한끼 

금식하시며 기도제목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은 천사입니다 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신저 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약 복음서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대신하는 전달자, 예언자로 꿈을 통해 또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현실세계에 나타납니다.  
 

지난 해 4 월 미국 아틀란타 벧엘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원주민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스페니쉬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립 후 단 한번도 내부공사를 하지 못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낡은 카펫에서 올라오는 먼지로 원주민 어르신들이 알러지와 감기로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분들이 6-8 명 내외로 팀을 꾸려 공사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33 명의 단기 선교팀이 꾸려져 캐나다 원주민 보호구역을 밟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 공항에 내려 차를 렌트해 6 시간을 달려 마침내 사가목에 도착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안에 

공사를 마쳐야 했기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스페니쉬 교회로 이동, 해야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모든 팀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바닥을 걷어내고, 벽을 뜯어내고, 청소기를 돌리며 카펫을 깔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한쪽에서는 페인트를 칠하고, 지하에서는 전기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성도분들도 기쁨으로 

선교팀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한 성도분께서 “Peter Ki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토록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이 은혜를 대가없이 흘러 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고, 성도분들에게도 큰 감동과 간증이 되었습니다. 메신저(천사)의 역할 감당하신 

벧엘교회 선교팀 크게 축복합니다!   

 

 

 

1. 7-8 월 어린이 VBS 사역(서펀리버, 위키미콩, 치깅, 사가목 보호구역)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안전사고, 현지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교회와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감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지하바싱, 시시구와니 보호구역 위해. 메니튠린 섬 안쪽에 자리잡은 보호구역입니다. 두 곳의 마을이 한개의 

마을처럼 붙어있는데, 접촉점이 생겨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3.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Youth group 으로 분리해 사역을 해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 위해. 

이들을 말씀안에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환경위해    

4.”9 개 보호구역 1 만 원주민 구원” 위해 함께 사역할 헌신된 5 가정위해 

5. 성민, 성결이가 사역을 보고 배우고 행하도록. 성민이가 사춘기를 담대하게 승리하며 보내도록. 신분위해  

 *더 자세한 사역 내용은 카페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보해 주세요 

Peter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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