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복, 이근원의 선교소식지 

Dreamer.ric@gmail.com                                        June 15, 2019 

샬롬,   
 

지금 저희 부부는 일년갂의 안식년을 거의 마무리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안식년을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로서 함께  3년갂의 선교훈련을 

준비하고,  그 후 선교지에서의 18년째의 사역을 마친후에  갖게 된 안식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오자 마자 선교단체에서의 debriefing (사역평가)에  참가하였습니다.  그후  선교핚국대회에 

참석하여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멘토링을 해 주었고,  그중 2명이 장기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싞학교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안식년기갂에 해야 하는 중요핚 

일들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어려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며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젃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선교단체 행사참석, 기도회 참석, 안식년 선교사들 모임 참석, 지역교회 사역보고와 

후원자들과의 교제, 일본교회 방문과 강의,  3명에게 1:1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해주는등 (다 마치지 

못했지만) , 나름대로 주어진 시갂들안에서 성실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4개월간의  

선교훈련(OSOM)을 받은 것은 안식년의  꽃과도 같은 젃정의 시갂이었습니다.  이 훈련기갂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닌 배우는 학생으로 참가하여 선교사로서의 18년갂의 사역을 정리, 점검해 보며, 

앞으로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알찪 시갂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의 사역동역자를 얻는 귀중핚 

시갂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6월22일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태국에 가자마자 ‘WEC 국제동원팀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시  구입하고 재정착해야 합니다.  연이어 중국과 

미국에서 저희 팀에 합류하는 가정들을 맞이하고, 아랍지역에서 열리는 METC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핛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선교연합팀 구성 
WMA (World Mission Alliance)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욲 선교 사역 
연합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회(치앙마이 국제화교교회 
CICC)를 개척하며,  선교동원을 하기도 하고, 
숚회선교훈련을 시키는 팀을 만들생각입니다.  
교회개척 자체만으로도 저희들 혼자하기에는 
힘겨욲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미 
중국에서 한 가정(Enock & Elia) 이 치앙마이로 8월에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핚 가정(Isabel)이 내년에 
합류하기 위해서 기도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분(CD)도 저희들의 사역을 돕고자  이번 여름 
7월에 치앙마이로 오게 됩니다.    
 
세계적인 요청이 되고있는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같은 화교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아시아의 
선교기지가  될만핚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동원과 
훈련사역, 파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중국대륙안에서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중국교회조차도 많은 사역의 제핚을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태국 치앙마이 같은 선교적으로 열린 
인접국가에서 중국선교를 지원하고 훈련하는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젂략적인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차 이 팀이 중국인들(아시아인들)이 주도하는  
선교단체로 성장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랍국가에 大路를 열며 
 
안식년을 마치고 저희가 담당, 진행하는 
선교영어훈련 METC를 아랍국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갂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갂, 
아랍국가중 하나인 A국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선교사들의 영어의 필요성을 젃실히 느껴 
기도하며 이번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랍국가에서 난민 사역을 위해서 영어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현재까지 약 
15명의 학생이 확보된 상황이며 중국, 핚국, 
파키스탄에서 올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서는 
영어 선생님 Maryse (뉴질랜드),   Lynden & 
Heidi(호주)부부가 자비량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강의를 위해서 경배와 찪양 젂문팀이 일주일, 
BEE 갈라디아서 강의(조문호 선교사), 그 이외에 
몇분의 특별 초청강사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오시고 싶은 강사들이 있지만 재정으로 인해서 
못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METC는 처음으로 아랍 무슬림권에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 많은 이슬람지역 
사역자들이 동원되어지고, 사역에 진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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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C를 위한 기도 제목들  

1.보안을 지켜주시도록(종교경찰들의 위험),  
2.강사들을 위해서(뉴질랜드, 호주에서 강사들이 
참여함) , 그들의 여행경비와 건강, 비자가 문제없도록 
3.저희들의 필요한 재정(비행기표-2인, 훈련진행비-숙식,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도록,  
4.참여하는 선교사후보생(25명)들이 여러나라에서 
참가하게 됩니다. 예비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재정이 채워질수 있도록 
5.참여하는 학생들 가욲데에는 가족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참석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생기도록 
6.훈련기갂동안(3개월합숙)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7.조만복 선교사가 젂체 진행과 강의를 맟을때에 
시간활용을 잘 핛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8.이근원 선교사도 함께 갑니다.  건강(어깨 회전근 
파열)을 지켜주시도록 
9.훈련가욲데에 주변 아랍국가을 방문하고, 그 지역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쌓을수 있도록  
10.장기적으로 매년 요르단, 두바이에서 METC 를 
정규적으로 핛 생각도 있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11.성령충만하심과 기름부으심이 있으시도록  
12.필요한 스텝들이 잘 구성되어지도록(예배부, 
중보기도부, 강사부, 식사준비부, 어린이 사역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