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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디아스포
라 선교운동 

 KWMC 운동이 750만의 
한인디아스포라로 확산되는 
날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
다. 세대계승은 의도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사와 선교사자녀들이 함
께 무대에 오른 선교운동 
세대를 이어가는 선교의 계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처음으로 지역교회를 찾아

다음세대 선교계승과 현지지
도력개발 선교운동 

다음세대와 현지지도력을 세

예수, 온 인류의 소망! 

JESUS, the Hope 
of the World

THE CHO’S PROGRESS 

제9차한인세계선교대회	개최
지난 7월11일부터 14일까지 제9차 KWMC (www.kwmc.com )대회가 와싱톤중앙
장로교회에서 1000 여명의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2021년 1월까지 KWMA (한국세계선
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에서 한국선교운동을 섬기는 사역을 마친 저에
게 주님은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미주에 돌아와 2021년 6월부터 일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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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
고 힘주시는 주님

멀리 떨어진 가족들은 한자리에
서 만나지 못하지만 아내의 생일
에 영상으로 만나 예배와 축하송
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님
의 큰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
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스데
반, 수연, 정민이 가정, 바울, 지
선, 정우, 지우가정 그리고 디모
데는 9월까지 HBS 에서 수학중
인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
합니다. 저희 가정을 통하여 주
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민
족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
게 하소서 

6년만에 열리는 제9차한인세계선교대회의 기획과준비를 하였습니
다. 이 모든 과정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날마다 순간마
다 기도하며 동부지역의 교회들 중심으로 동역자들을 만나고 미주
교회들을 동원하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전 대회까지는 대학
교 캠퍼스에서 모였으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규모를작게하며, 지역
교회에서 열리는 대회로 많은 것을 변경하여 열렸습니다. 
(www.kwmc.org ) 특히 급변하는 시대를 준비하며 12개의 전문영역
트랙을 중심으로 대회가 이루어지며, 각 영역에서 소규모 포럼을 진
행하여 대회가 끝나고 실행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새로
운 컨셉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2개의 영역은 디아스포라, 도시선
교, 선교적교회, 미디어, 교육, MK 와 MZ Gen, 선교적공동체성경읽
기, NGO와 국제기구, 선교협력,선교동원, 전방개척선교, BAM 등이
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비교적 좋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 준비과정부터 성인이 된 MK들과 함께 하여 선교운동
의 세대계승을 꿈꾸며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미주한인교회에서 
시작된 KWMC 운동이 750만명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동원하
고 전세계에 나간 3만5천여명의 선교사들을 네트웍하여 마지막 시
대를 준비하는 한인선교운동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글로벌호프를 통해 창의적사역을 확장  
지난 11년동안 창의적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글로벌호프를 통해 
많은 일들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12개 나라에서 다양
한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
들을 돕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먼저 난민들을 긴급구호를 시작
하였으나 현재는 폴란드로 가서 그곳으로 모여든 난민들을 돕고, 우
크라이나 내로 구호물품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기전에 전
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와야할 텐데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나게될 
지 소망이 없는 난민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 가운
데 있는 남편과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여인들, 아빠가 빨리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www.globalhope.kr   

상담을 통해 섬기는 최경련선교사 
로뎀사역과 함께 선교사 개인과 가정들을 섬겨오는 최선교사는 계
속해서 줌을 통해 타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섬기도록 영역이 넓어졌
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
의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서고, 힘을 얻기를 소원하
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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