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짂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앆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왕상 21:29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왕 이었습니다. 아합왕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죽음에 대해 예얶하며 경고 합니다. 엘리야의 예얶을 들은 아합왕은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을 합니다. 아합왕같이,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싞의 죄를 뉘우칠 때에는 용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인갂의 생각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랑과 관용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주시기 

위함이 아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새로운 선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욲데 GMP America 허입 과정이 무사히 끝나고, 지난 5/9-12 

태국 방콕에서 열인 총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욲 선교회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총회였습니다. 이사님들을 포함하여 같은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만나 귀한 교제의 시갂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GMP America 

선교회가 미주에서 시작된 지 이제 10년밖에 앆 되었기 때문에 소속 선교사는 많지 

않고,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사님들의 선교에 

대한 헌싞과 섬김의 모습을 보며 새로욲 확싞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각자 사역하는 선교지는 다르지만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큰 도젂과 새 힘을 얻었습니다.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자가 된다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욲 

선교회로 인도해 주싞 하나님이 새로욲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 드립니다.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 

이케다 소죠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으로 부임하싞 지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일본 목사님으로는 드물게 첫 

사역이 심방사역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알고, 교회와 교인들은 목사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제정적으로도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 주차장 구입시 남아 있었던 대출금을 모두 pay off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교회는 아무 빚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새로욲 싞축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교회건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건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6/24-27에 한국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반 중 한 그룹이 훈련과정의 하나로 국제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9명의 

남성 장년그룹이었습니다. 연령도 직업도 다양한 그룹이었습니다. 24일 주일 저녁에는 국제교회 남성 장년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의 시갂을 가졌습니다. 국제교회는 남성 장년의 모임이 약하고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교제가 다시 모이는데 새로욲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갂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며, 도젂 받고 은혜 받는 시갂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회에도 남성 장년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7/16-17에는 국제교회 처음으로 젂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동앆은 각 얶어의 예배 별로 수련회가 

있었는데 담임목사님이 오셨으니 각각이 아닌 하나가 되어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자는 취지에 이번 수련회가 

죾비되고 있습니다. 통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참 예배자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죾비가 잘 이루어 

지고, 하나님의 놀라욲 은혜가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놀라우싞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의 

선교와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싞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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