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쁨사랑의 19년 12월소식                              DEC-24-19 

천군천사들의 대합창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정작 가장 천한 마굿간이라는 것과 

헤롯이 대학살극을 계획했지만 정작 자신은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학자들에게 자신도 가

서 메시아를 경배할것이니 알려달라고 하는 사악한 죄를 생각하며 주님의 겸손과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게 비교되는지 지난 22일 콘야의 저희 성탄축하예배에서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탄주일의 기쁨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와 사랑 기쁨과 

소망의 뒤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고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이를 너무나 쉽게 믿고있는 크리스찬들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것을 단호히 부

정하는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은 한국영화의 한 대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것 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대다

수의 무슬림은 물론 기독교인중에도 에덴동산의 저주와 예수의 성육신의 진리되신 복음

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22일 콘야의 성탄예배를 통하여 두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Sm형제에게 일대일양

육을 마치고 세례예식을 한 것과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일

예배에 나오지않던 Su형제가 아내와 함께 성탄축하예배에 참석하게 된것 입니다 주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이기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Sm형제는 두번의 이혼과 경

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기에 더 성숙한 믿는자가 될것을 간절

히 바랍니다 다른 Su형제는 논리적인 탐구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바울처럼 영적가능성이 크기에 K시의 믿지 않는자를 위한 복

음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아내와 중보하고 있는데 우선 믿지않는 그의 아내 A자매

(40)가 예수를 믿을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에서 K시의 대학원으로 유학와 어학연수중인 G자매(24)는 4

개월밖에 안되었지만 T국어를 상당히 구사해서 저희를 놀라고하고 오래된 저를 부끄럽



게 합니다 중앙아시아국가 언어와 T국어가 유사한 이유도 있지만 G자매는 영어와 러시

아어도 능통하며 언어의 은사가 있다고 여깁니다 자매가 K시의 학원에서 영어교사로 아

르바이트하느라 주일예배에 자주 빠졌는데 성탄예배후 자매가 어렵게 일하며 받은 십일

조를 아내에게 전해주었다는 얘길 듣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사실상 몇가지 이유로 주일

모임에서 헌금순서를 생략하고 있는데 다시 헌금의 축복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어야 함을 

G자매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지난 11월19일밤 10시반쯤 T국의 동부 D시에서 한인사역자 김진욱 선생(41)이 16세소

년에게 칼로 5군데를 찔리고 소천하는 가슴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셀폰을 빼앗

기위한 강도 였다고 발표했지만 정황상 자국소년이 외국인을 살해한 사건을 축소하려는 

합리적의심이 있습니다 고인이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것에 앙심을 품은 무슬림중 받을

형량이 가벼울 미성년자를 시켜서 계획적으로 고인을 피살한것이라고 T국의 교회지도자

들은 결론을 모았습니다 2007년 T국 말라티야 순교사건후 두번째순교사건이 예수의 보

혈을 통하여 더 값진 복음의 확산이 될수있도록 중보를 부탁 드립니다 

  

19년통계로 T국의 1백3십여개의 개신교회와 6천7백명의 믿는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

역자중 33명의 복음사역자들이 정부로 부터 추방이나 공항에서 재입국금지를 통해서 어

려움을 겪고있으며 일부사역자는 법정송사를 통해서 재입국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으며 

복음의 환경은 더 어려워질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굿간에 오시지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더 큰 어둠과 지옥이 아니었겠습니까? 

기쁘고 복된 19성탄절 그리고 20년도 저희는 새 도화지에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

로 물리치며 새 그림을 그릴것 입니다 새해 축복 드리며 다음 소식 드릴때까지 평안하시

길 빕니다 

 

기도제목 

1. 새로 세례받은 SM형제가 가정의 아픈 흔적을 잊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새 

삶을 살수있으며 성탄예배에 나온 SU형제가 세례받고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며 

그의 아내A자매도 남편을 따라서 믿는자가 되도록 

2. 11월중순 T국 한인사역자의 소천사고가 주의 뜻으로 정황이 밝혀지며 예수의 보

혈로 인한 복음이 더 T국전체로 전해지기를 

3. 주께서 닫힌 태를 열어주셔서 U형제부부에게 한 아기를 주시도록   

  

T국K시에서 김기쁨/사랑 드림 

 

 

후원:Pay to the order: GMP AMERICA(김기쁨,사랑지정)P.O.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