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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pril 2018           기도 편지 (2018-2)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 하여”(빌 3:10)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 

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성되이 살게 되기를 간구하며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추수할 일꾼을 일으켜 주소서!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전략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북미에서 왕성하게 이 전략을 실천하는 

노플레이스레프트(#NoPlaceLeft, 롬 15:23)의  교회 개척 집중 훈련(2018.1.3~1.6)에 

참여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Yonge & Steels 지역의 무슬림 이웃들에게 다가가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는 실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페르시안 이웃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여쭈며 축복해 주는 방문 사역 

입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거절하는 분들도 있지만, 문을 열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가정을 열어 교제가 이어지게 되는 분들에게는 간증과 

함께 복음을 나누거나 발견성경공부(Discovery Bible Study)를 통해 복음을 나눕니다. 

이렇게 만난 N와 S의 가정에서 현재 마태복음을 가지고 DBS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N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엄마이고 딸 S는 12학년으로 ㅁㅅㄹ입니다. 남편 K와 큰 딸 B는 

아직 이란에 있는 ㅁㅅㄹ 가정입니다. 현재 광역 토론토에만 70만이 넘는 ㅁㅅㄹ이 살고 

있고, Thorn Cliff 와 같이 ㅁㅅ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공립학교 학생의 거의 95%가 

ㅁㅅㄹ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종교 대 종교로 접근하기 보다는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 겸손히 삶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증하는 ㅁㅅㄹ 이웃들,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데, 복음의 사랑과 능력을 나눌 더 많은 일꾼들이 일으켜져야 합니다. 

일어나야니다.적습니다.  

 

 

 

 

 

 

 

 

 

#NoPlaceLeft 4-Day Training                                 Discovery Bible Study(발견성경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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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사역 소식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의 친구 무슬림 기도 모임(Friendship First Fellowship Prayer 

Gathering)이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소수이지만 꾸준히 모여 광역 토론토와 무슬림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우리의 친구 무슬림 환대 모임(Friendship 

First Fellowship Hospitality Gathering)에서는 이집트와 아랍 22개국에서 의료 사역으로 

섬기시는 박한상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토론토에 머무시면서 함께 모임에 참석하여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각자에게 연결시켜 주신 무슬림 이웃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불러가며 기도를 쌓아 

가고 있습 니다. 프렌드십 퍼스트 코스의 주 교재인 <우리의 친구 무슬림>을 리뷰하였고, 

호라이즌 인터내셔널 의 조르주 후스니의 <이슬람 끌어안기(Engaging Muslim)>를 한 장씩 

새로이 공부합니다. 기초 아랍어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아직 알파벹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회화 위주로 전환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난민 쉘터인 아담 하우스 방문 사역은 매월 마지막 화요일 의료 봉사 팀과 함께 

이뤄집니다. 지난 1월에는 나아이가라 지역 도시인 세인트 캐써린에서 이미용 팀이 함께 

하셨고, 나이아가라 지역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최근 이주해 와서 지역교회 가운데 프렌드십 

퍼스트와 같은 선교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올 가을 경에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프렌드십 퍼스트> 코스를 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육 후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사역이 계발되도록 계속 지원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월 26일부터 토론토 밀알교회에서 <프렌드십 퍼스트> 코스를 6주 플러스 1일 

필드 트립으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6월에는 2주 동안의 레바논의 시리안 난민 캠프에서 

가질 교육 및 의료 단기 선교를 위한 <EM 프렌드십 퍼스트> 코스가 광역 토론토의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무슬림 난민 사역에 동역할 청년들 

과 젊은 세대들이 두 코스를 통해 일으켜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서 인터서브 디아스포라 교회관계팀 

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달 화상으로 만났던 각 국의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 지역교회를 돕는 선교를 위한 각자의 사역과 경험과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 

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동역하는 최동혁 선교사님과 한 주간 동행하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었고, 또 모교회의 후배 목사님, 과천교회 출신 목회자분들, 장신 동기들과 서정운 

총장님도 뵙고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토론토 지역교회를 

위한 Life As Mission 스쿨을 진행하기 위한 조력자 세미나를 한국의 송기태 선교사님을 

토론토에 모셔서 이틀간 진행하였습니다. 스물 다섯 분이 참여하였고, 5월부터 시작되는 

지역교회(토론토강림교회) 선교학교에 처음으로 LAM school을 론칭합니다. 그리고 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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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에 참가하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앞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한 선교적 설교(Missional Preaching) 세미나를 계발해 가려고 합니다.  

 Canada Christian College(캐나다 크리스쳔 칼리지)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사역 

과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캐나다 다민족연합)의 소수민족 사역자들과의 만남 

을 통해서는 계속 작은 교회 개척 운동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얻기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도시의 미전도종족들을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선교단체인 Global 

Gates(글로벌 게이츠)의 Seth Beebe 형제님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T4T훈련(Training for 

Trainers;재생산을 위한 제자 삼는 제자, 교회 개척하는 교회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8일, 3일 동안 Ajax와 토론토에서 열리는 교회 개척 집중 훈련에 두 분의 훈련 

생과 함께 참여합니다.     

 

 

 

 

 

     

 

기도 제목 

 

1. 부부가 성령충만케 하시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 주께 헌신되게 

하소서. 

2. 4월 26일부터 토론토 밀알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렌드십 퍼스트>코스와 

6월에 진행되는 레바논 난민 캠프 교육 & 의료 단기 선교를 위한 

<EM프렌드십 퍼스트> 코스를 통해 무슬림 난민 사역에 동역할 젊은 

가정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발굴되게 하소서.  

3. 5~6월 8주 동안 토론토강림교회에서 진행되는 Life As Mission School을 

통하여 선교적 삶을 위해 지역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관계 사역 모델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LAM School이 지역교회의 선교 교육을 위한 기본 선교 

훈련으로 자리잡아 가게 하소서. 

 

프렌드십 퍼스트                     램스 조력자 세미나                토론토강림교회 선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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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개척 집중훈련과 재생산의 증식을 위한 T4T 훈련을 통해 각 민족 무슬림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교회를 세울 회심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시고, DBS(발견 성경 공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복음이 계시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5. <프렌드십 퍼스트> 코스와 <LAM 스쿨>을 섬길 협력 간사들을 신학생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광역 토론토에서의 다민족(Internationa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사역, 특히 무슬림 난민 사역을 위한 팀엎(자원봉사자팀, 

우정방문팀)이 잘 갖춰지게 하소서. 

6. 페르시안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P와 M 부부를 복음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교제하는 무슬림 친구들(Imtiaz, Hani, Sheriff, Moh, Saba, Tolosa…)의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여정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소서. 

7. 기도와 물질로 동역할 후원교회와 후원자 그룹이 계속 발굴되고 연결되게 

하시고, 토론토 안의 캐나디언 교회 가운데 다민족 사역과 무슬림 사역에 

동역할 교회를 연결시켜 주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 대망 2018년 4월 3일 

임재량 김무용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