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쁨사랑의 19년 6월소식                              JUNE-22-19 

영혼출생의 울음소리 

1년전 K시에 와서 공부하던 대학4년생 G형제(24)가 6월중순 졸업하고 집이 있는 A시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전도하고 양육해서 세례까지 준 한 영혼을 떠나

보내야하는 아쉬움과 영혼출생의 기쁨이 마음에 동시에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주 함께 집

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여호수아1:8)의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기차역에 가서 형제를 보

낸뒤 돌아올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사역은 어느곳이나 마찬가지로 떠남과 만남

에 익숙해야 하는데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 한 영혼이 태어나는 울음소리를 들은지 수개

월이 지났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되지않는 유일한 이유

는 전도를 하지않기 때문이라는 새삼스러운 진실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역자로서 영혼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 않을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중 

하루는 온전히 십자가아래 머물러 주님의 사랑에 잠기지 않고서는 영혼을 사랑할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M의 고교졸업식과 영적산고 

두분 후원자의 도움을 통해서 전동의수를 선물받은 시리아난민출신 장애인청년M(19)이 

지난주 K시의 고교를 졸업 했습니다 비록 졸업가운은 경제사정으로 입지못했지만 이달

말 I시로 가서 대학입학시험을 치룰 예정입니다 감사한것은 제가 몇번 M에게 권했지만 

망설이던 전도를 목적으로 한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M이 8월하순에 I시에

서 있을 MEGL수련회를 통해서 아직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한 영혼으로 거듭날수 있도

록 중보를 부탁 드립니다  

 

I시시장 재선거 

지난 3월말 T국 지방선거에서 I시에서 근소한 차이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지만 현 대통

령과 집권AK당이 경제악화와 리라 가치하락에 따른(작년 T국리라는 30%가치가 하락했

고 야채등 4백% 가까운 식료품의 인플레이션으로 정부예산으로 야채가게보조금을 지불



할 정도 였음)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민들의 선택을 무시

하고 인구의 4분의1이 집중된 I시시장선거를 무효화하며 6월23일 재선거를 결정 했습니

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T국의 대통령은 아직도 정치가 경제보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하

며 민주주의에서 멀어지며 권위주의와 친아랍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먼저 I시시장 재선

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는것이 필요합니다 집권당의 선거조작 가능성이 있는 T국에서 주

의 나라와 정의를 사모하는 갈망과 영적도약이 일어날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K시의 새로운 주일모임장소 

5월말 주님의 은혜로 거주비자를 연장한후 3번째 새로운 주일모임장소를 찾기위해 K시

의 중심가와 외곽을 걸어서 돌아다녔습니다 차를 타면 이웃이 어떤지 알수 없기에 외국

인에 대한 배타성이 적은 지역의 안전하고 한적한 주일모임장소를 찾아다녔지만 가장 안

전한 장소는 K시에 없다는것을 깨닫고 복잡한 중심가의 2층에 있는 낡았지만 거실이 넓

은 한 아파트를 주일모임장소로 계약했습니다 1층에는 빵집이 있는것처럼 그곳을 통해

서 생명의 빵냄새를 맡고 온 한 영혼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주며 영혼이 태어나는 울음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계획대로라면 7월첫주부터 새로운 곳에서 주님의 보호아래 숨어

서 주일모임을 계속하게 될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주일모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중보를 부

탁드립니다  

            (19부활주일예배와 5월중 야외주일예배사진) 

 

어머님 소천 

5월31일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3월

초 미국방문후 돌아오기전 인사를 드릴때 어쩐지 마지막 일것같은 예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3개월만에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알츠하이머 때문에 세상에서 

더 고통받지않고 주님곁으로 가신것을 믿기에 감사 드리지만 마음이 아픈것은 소식을 듣

고도 때마침 T국의 라마잔명절 9일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K시로 부터 I시까지 국내

선항공권과 기차표가 매진된데다 게다가 새 거주비자카드가 도착하지 못해서 제가 미국

에 가지못하고 불효자로 살아가게 된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어머님생전에 

함께 지낸 기회가 있었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저희 사역과 감사의 소식을 드릴때까지 평안 하시길 바랍니다 

 

T국K시에서 김기쁨/사랑 사역자 드림  

 

 

기도 제목 

1. 주께서 K시의 새로운 주일모임장소를 보호하시며 악한 영의 시험으로 인하여 공

동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2. M형제가 8월중 참석할 전도세미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는자로 거

듭날수 있도록,대학졸업후 A시로 돌아간 G형제의 직업을 위해서, 군입대로 K시



를 잠시 떠날 A형제와 남는 가족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3. I시시장재선거에 집권당이 부정개입하지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사모하는 갈

망과 영적도약의 기회가 될수있기를  

 
 GMP AMERICA(김기쁨/사랑지정) 후원가능한 주소: P.O.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