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교회 개척 (김경환 선교사)을 시작하면서 (Feb 2022) 

       2022년도 새해도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얼마전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Zoom으로 “코비시대 그리스인의 고난과 신앙”에 대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0명 이상의 리더들과 동역자들이 접속하여 말씀을 들었고 함께 은혜의 말

씀을 나누는 시간 이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사태가 장기화 되기 때문에 현재의 EMC센터 사역을 현지 왕전도사님께 맡

겨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EMC센터에 새로 입학한 2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

다. 왕전도사님은 올해 1월 2개의 선교센터를 1곳으로 합병했고, 이제 2월 7일부터 묘족 어린이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EMC센터에 입주한 어린이들  

   저희는 화성시 에서 화성 선교교회를 개척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일 애국운동 당시 제

암리교회 학살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발안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또한 사도세

자의 무덤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지난 1월 2째 주일부터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주일 예배에 6-7

명 혹은 7-8명이 모이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형태의 다문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다문화교회

입니다. 우리 교회의 멤버들은 한국인, 중국한족, 중국 조선족, 재미교포, 북한 새터민 등 다양한 국적

과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예배에는 중국 조선족인 권형제 그리고 김형제와 함께 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15년 동안 살면서 중

국어를 배웟고 결국에는 한족과 결혼해 살다가 한국에 입국해서 새터민 시설에 살고 있는 새터민 자매

가 교회로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자매를 통해서 새터민들을 위한 집회

나 혹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와 중국어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네팔인 형제들 10-14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1시간 

동안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2곳의 

네팔인들 예배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모임이 우리 화성 선교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

니다. 그중 2-3명은 한국어도 곧잘하고 있습니다.  

          

                                      네팔인 형제들 예배  

   가끔 다문화 선교와 이주민 개척교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오신 교회의 선교부 회원들은 “이주민과 다문화 선교, 그리고 코비시대 이

후 한국교회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했고, 김선교사는 두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미얀마 

선교보고와 더불어 한국교회 선교의 사명과 문제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화성 선교교회는 중국인 예배와 기타 민족의 이주자들이 예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서 이주민 노동자와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리더로 공부하

며 성장하는 장소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통증 환자들에게 침과 부황으로 치

료하는 장소로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 2022 02월 기도제목 > 

  1) 미얀마 EMC센터의 학생 26명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군부 쿠데타가 속히 종결 되도록. 

  2) 선교교회 개척에 예비된 형제자매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3) 교회 개척에 필요한 피아노, 각종악기, 마이크, 에어콘, 헌금통 등의 시설들, 특히 렌트비가 

     마련 되도록.  

  4) 우리 선교교회가 장차 외국인 형제자매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활동 장소로 활용 되도록.  

  5) 선교교회를 위해 후원할 기도의 용사와 후원자 및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6) 김선교사 부부가 영육간에 건강하여 이주민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7) 장차 Zoom 강의가 활성화되고, 필요한 중국과 미얀마의 사역자들를 가르칠 수 있도록 

 

                                                                     2022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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