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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over spoke and said to me, 'Aris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See! The winter is past; the rains are over and gone. Flowers appear on the earth; the
season of singing has come, the cooing of doves the cooing of doves (Song of songs
2:10-12)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서 2:10-12).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봄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As spring comes after winter, we hope that the spring wind will blow into our lives.

OFFICE UPDATE
신년예배 (1/12/2022)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dashboard/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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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선교사 - 이은무 선교사
지피 선교회에 원로이신 이은무 선교사님을 모시고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년예배를 통해 이은무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10)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질
그릇됨을 알고 오직 우리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뒤를 보는 선교(후원자,파송교회,헌금 등등)보다는,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선교사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제3차 행복한 동행 (3/29/22 ~ 3/30/22)
선교사님들과 이사님들의 만남인 제 3차 행복한 동행이 3월29일 과 30일에 걸쳐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 될 계획입니다. 대면예배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고 Pandemic 이 Endemic 으로 전환되는 시점
에 선교지의 선교상황과 전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월례 정기기도 모임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dashboard/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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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 10시(PT) 에 GP USA 선교사들이 Zoom meeting으로 기도모임을 갖고 있
습니다. 기도회를 위해 말씀으로 섬겨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은무 선교사:조용중 선교사:김
영진 목사)

2022 상반기 이사회 (5/9/22 ~ 5/11/22)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GP USA 이사회가 올 상반기 이사회를 시작으로
다시 대면 모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5/9 ~ 11일까지이며, 장소는 미동부에 위치한
VIRGINIA FELLOWSHIP CHURCH (현지용목사)에서 호스팅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호스팅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전합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GP USA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눕니다. 러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기를 기도합니다.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dashboard/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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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가 정말 한창일 때에 저에게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뮈 즈뵴 바스” (우리는 당신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러시아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보낸 메시지
입니다.
러시아의 복음화 율은 0.25%입니다. 이 숫자는 러시아 국민의 40%에 달하는 러시아 정교를 뺀 숫
자인데 정교회에서는 복음보다는 종교 의례가 더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주는 자유보다는 의식이
나 의례가 주는 외적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이런 면으로 개신교 크리스찬의 비율 (0.25%) 을 본다
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제제
와 비난에 참여하며 러시아와 거리를 두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 복음이 필요
한 땅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이 때에 러시아 교회들은
정말 많은 위로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니느웨에도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
랑을 전하셨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의 교회와 또 러시아에 남아 복음을 전
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동정
본국 방문 & 귀임
장인성/장에스터(페루) : 한국에서 (장에스터)섬유선종 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미국으로 입국하여 본부 선교관에서 회복중 (1/24/2022)
이반석/정한샘(C국) : 가족방문중 (12/17/2021)
허창식/허상분(남아공) : 본국사역 (1/1/2022 - 12/31/2022)
변한나(C국) : 가족방문 (1/26/2022)
이전세/이소리(C국) : 가족 방문 및 후원 교회&후원자 관리 (12/20/21 - 2/27/22)
김바울/김은정 (태국) : 후원교회 방문 (3/5/2022)
조용중/조경련 (미국) :기독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4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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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예배를 에너하임에 위치한 새 사무실에서 드
렸습니다.(2/2/202)
왼쪽부터 : 박기호 교수 /조용중 선교사/ 배선호
선교사

기도해 주세요
회복중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순혜(멕시코) / 김숭봉 (필리핀) / 최남용 (과테말라) / 이사라 (멕시코) / 장에스터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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