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USA 가을 소식을 전합니다

GP USA 의 동역자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GP USA 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익숙해 진 표현인 Social distancing 이라는 말을 Physical distancing 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Social distancing doesn't have to keep you socially distant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Covid-19 의 변종이 나타났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의 벽을 쌓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소통의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몸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16). 예수님이 오시면 계곡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깍아내려집니다(이사야 40:4).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후원자 분들께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걱정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환경속에서도 교회와 선교지는 오히려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감을 느낍니다. 복음으로 인해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수 많은
이유를 뒤로하고 교회는 함께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도 서로의 거리가 더 가까와져 아름다운 소통이 더욱더 풍성해 지기를
기도합니다.
GP USA 대표 배선호 선교사 드림.

OFFICE UPDATE
1. 본부 월례 정기기도 모임
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 10 시(PT)에 Zoom 으로 정기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본국사역으로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미국 방문 선교사님들을 초대하여 전체 지피
선교사님들과 각 사역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 월의 기도모임은 나들목 비전교회 권도근 목사님이, 9 월에는 지피 선교회 변한나
선교사님이, 10 월에는 늘푸른 선교교회 안창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섬김에 감사 드립니다.
12 월은 정기 기도모임이 없고, 12 월 10 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 2021 GP USA 하반기 이사회 (11/9/2021)
2021 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하반기 이사회가 비대면 모임으로 11 명의 이사님들이 참석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정시나 선교사님과 조영문 선교사님이 옵서버로
참관하셨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이경승/정다운 선교사님, 김정태/김경숙 선교사님께서 모든 허입과정을
마치시고 GP USA 에 선교사로 최종 허입이 되었습니다.

3. 선교관 사용 UPDATE
With Corona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번
11 월 1 부로 선교관 방역지침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선교관 도착 후 먼저 본부에서 제공하는 Covid
19 test kit (Antigen)으로 검사하시고
음성확인을 사진으로 찍어 행정이메일
(admin@gpusa.org)로 보내주시면 예약된
방에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교관 사용 지침은 www.gpusa.org --> community --> mission home 의 선교관
사용 동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동정
• 장인성/장에스터(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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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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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미국 방문후 섬유선종 제거 차 한국으로 출국 (8/21/2021 ~ 2/19/2022 )
하셨습니다
• 최남용(과테말라) : 가족 방문후 사역지로 귀임하셨습니다 (8/14/2021)
• 지경애 선교사(멕시코): 건강 검진 차 미국 방문 후 귀임하셨습니다 (9/23 ~
10/9/2021)
• 이축복(독일) : 동부에서 열린 난민 선교대회 (휄로쉽 교회) 참가후 후원자
방문을 위해 미국 체류 중이십니다 (9/1/2021 입국)
• 허상분 선교사 부친상 (남아공) : 고 이천우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Valle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 드려졌습니다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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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하셨습니다. (11/15/2021 미국출국)
• 김정태/김경숙 선교사 : 이사회 최종 허입 (11/9/2021) 후 선교지 입국 준비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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