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Glocal Leaders Institute (GLI) 사역 

벌써 2021년도 첫 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Covid-19 과의 기나긴싸움! 그러나 우리모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한분의 역사하심

을 또한 체험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와 겸손함을 기르는 교육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

다. 올 3개월을 되집어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잠깐 나눌려고합니다. 

 

www.jesusischrist.com  을 소개합니다.  

위의 웹 싸이트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동  난민 학생들이 글들을  올리는 곳입니다.  

아제르바이젠에서,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영국에서 난민자격으로 기초 생활비를 지

급받고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M.Div  과정을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면 이들의 신앙간증과 이들의 영적인 글들을 읽으실수 있습니다. 그

리고 이들을 위한 기도. 답글 달아주기 등으로 사기를 돋아주고 응원하는 크리스챤들

이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주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 물질 보다는 같은 예수님의 DNA 

룰 공유한 주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알게되면 더욱 힘이 나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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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제목 1. 

이번 봄 학기에는 미주장

신대에서 문화 인류학 강

의를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선교

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 다수 계십니다! (터키, 

아프리카, 필리핀 등) 이 

과목을 통해 더욱더 타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을 

그들의 마음 깊은곳까지 

전달하는 능력이 더해지

기를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2. 

 GMU 대학에서 타문화

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번 봄 학기에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베트남 

학생 포함). 또한 문화 인

류학 또한 대학원생들이 

지난 학기와 같이 7명의 

중동 난민 학생들이 배우

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

경과 위험속에서—다들 

모슬림 배경속에서 신앙

을 지키는 자들이라—중

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Global 과 Local 이 합해진 GLOCAL  이 사도행전 1:8 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

되어진 취지대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Local 의 manpower 와 합력하여 (특히대학.

대학원을 플랫폼으로)  글로발하게 주님의 제자 양육에 All In   한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선교 시대 (“지경없는 세계선교” ) 의 현 시대를 어우르는 온

라인을 통한 신학교육이 부재한 여러곳들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고 자부합

니다.  

* 미주에 있는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지만 조금은 불편한 관계인 다른 소수민족교회

들을 위한 교계 지도자들 양성과 선교 동원이 GLI  중심사역에 있습니다.  이번학기

에 14명의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GMU 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덕분에 인도네시아 

어로 제대로된 신학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학위과정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열악한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한 기본 신학 교육

이  GLI 함께 동역하는 ( Jonas 목사님 ) youtube 를 통해 7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힘나는 소식들을 기약하며 갤리포니아에서 에스더 박 선교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