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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연구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의 땅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9개의 시간대와 2개의 대륙에 걸치고 있어서
지구 (전체 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
바는 러시아의 수도인 동시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고
세계에서 손 꼽히는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모스크바는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의 40% 이상이
숲과 녹지로 덮혀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정치,
과학, 역사, 건축 및 비즈니스 중심지입니다. 또한 러시
아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졌고 차이코프스키와 스트라
빈스키 같은 유명하고 영향력있는 작곡가, 칸딘스키와
샤갈과 같은 예술가, 톨스토이와 체코브와 같은 작가들
을 만들어낸 예술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눈에 띄는 건축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9개의 돔이

있는 성 바실리 성당(St. Basil’s Cathedral)이 있습니다.
크렘린은 모스크바의 중심부로서 정부의 주요 건물들이 많이 있으며 매우 넓고 안전한 지역입니다. 크렘린 외곽에는 박물
관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레드 스퀘어 (Red Square) 광장과 멋진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따스한
여름 날씨와 시원한 봄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음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단조롭지만 딜(dill, 미나릿과의
회향 비슷한 풀)과 마늘을 많이 넣어 맛을 내기도 하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마요네즈 드레싱, 소금에 절인 생선
간, 생선 스프 그리고 감자 요리 입니다. 관광객들은 러시아인들이 검정색 옷을 많이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
이 외출할 때는 검은 옷을 주로 입기 때문입니다.

선교 모임 진행

프라이 선교사 가족을 만나보세요!
놀란과 킴벌리 그로간 (Nolan & Kimberly Grogan) 선교사님 부부는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2014
년에 인구 천 이백만명의 대도시인 모스크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랜동안 공산주의였던 러시
아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제재

• 찬양
• 시작 기도
• 학습 활동 해보기
• 선교 연구 발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기독교 사역들이 러시아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몇 년 못되어

• 선교 기도 인도

없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는 새신자들과 리더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 선교 활동 계획하기

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영적으로 피폐하여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 선교 후원 나누기

아버지들이 알콜중독자이며 불성실한 부모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로간 선교사님 부부는 젊은

• 마침 기도

부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킴벌리 선교사님은 그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알콜이
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학생들, 젊은 리더들을
도울 수 있는 Celebrate-Recovery 사역을 시작하였습니
다 (celebraterecovery.com). 선교사님 부부는 러시아에
있는 국제 선교부(IMB)의 선교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새로 온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
하도록 돕고 있으며 특별 프로젝트를 돕고자 미
국에서 온 여러 팀과 협력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이웃을 집으로 초대하여 차를 대접하
며 자신들의 믿음을 나눕니다. 크리스마스 쿠키
나 부활절 빵을 구어 이 날의 의미를 카드에 적어
서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놀란 선교사님 부부는 취
미 생활을 도구로 삼아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숲속에
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놀란 선교사님은 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을 초대하여 함께 작업을 합니다. 퀼트를 즐기시는
킴벌리 선교사님은 젊은 소녀들에게 퀼트 만들기와 바느질 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다.

학습 활동 : 추억의 물건
핸드백 안에 들어 있는 소지품 중에서 잊지 않고 늘 갖고 다니는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물건이 왜
소중한지 나누세요. 사실 우리에게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으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
중한 것이 되도록 기도 목표를 세우세요.

기도해주세요!

선교 기도

그로간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Nolan and Kimberly Grogan*
•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c/o International Mission Board

•

선교사님 부부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PO Bos 6767

•

교회를 개적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위하여

Richmond, VA 23230

•

러시아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신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선교사

•

믿는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름은 가명입니다.

지역 선교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선교 활동

홈리스 사역- 지역에 있는 홈리스 센터에 양말, 입술 연고와 손 핫팩을 선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외에도 더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성껏 준비하세요.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면서 음식도 함께 가져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획
을 세우세요. 식사 시간에 다같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나누세요. 일대일 개인적으로 예수님
의 탄생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 다음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만남의 기회를 만드세요.

국제 선교를 위한 라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

선교 후원

샬롯 디기스 문(Charlotte Digges Moon),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티 문은
남침례교단의 선교사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라티 문 선교사는 예수님을 사랑
하였으며 남침례교단이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도록 돕는 큰 역할을 하였
습니다.
라티는 1800년대에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녀는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중국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중국인의 생활양식을 배우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고 중국 사람들은 그녀를
“서양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쿠키를 구워서 친구를 만들고 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미혼 여성으로서 38년간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였
습니다.
라티는 또한 소녀들을 위한 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 이었는데 그 당시 중국인들은 여자는 남자 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티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함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라티는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들에게 수없이 편지
를 써서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한편 라티는 여성 그룹에게 선교 후원금 모금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이 쉽지 않았으므로 라티는 미국에 자주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에 갈 때면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여 중국의 선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여선교회(WMU)를 통해 더 많은 선교사 파송과 기도를 요청하곤 하였습
니다. 그 회원들은 라티를 사랑하여 더 많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라티는 중국과 중국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중국인처럼 옷을 입기도 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장을 하기도 했습
니다.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중국에 경제난이 심해서 식량이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 라티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
고 굶주린 중국인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나누어주었으므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녀가 미국
에 돌아가도록 배에 태워 주었지만 결국 191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항구에서 소천하였습니다.
라티는 남침례교단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에 힘입어서 국제 선교사들을 위한 기금으
로 크리스마스 헌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그것은 라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불리고 있으며 매년 이 헌금은 전
세계에 파송된 수천 명의 남침례교단 선교사들의 반 이상을 후원할 수 있도록 많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 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스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라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은 IMB의 예산의 50% 정도를 채워줍니다. 이 헌금으로써
그로간 선교사님은 사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여행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까지도 지원받고 있으며 특수 사역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 달에는 . . .
다음 달에는 뉴 올리언즈, 루이지애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라이언과 시이니 라이스 선교사님 (Ryan & Seane)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 교재에 대하여...
전국 WMU에서 출판하는 장년 선교

이 장년 선교교재는 소그룹나눔, 혹

교재, Missions Plan Book 2017-18 내용

은 인도자가 발표 형식 등 아래와 같

중 선교 연구 내용을 번역하여 한인교회

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에서 사용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Missions Plan Book (영어교재)은
아래 링크에서 접속되는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mustore.com/missions-plan-book-20172018

• 여선교회/WMU 모임
• 기도 모임
• 주중 가정 모임
• 소그룹 모임
• 개인 QT 시간
• 기타 모임

이 교재 사용방법과 교재구입 및
지도자 훈련 등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Korean WM
문의: 904-742-2487 (Joy Lee)

koreanwmu@wmu.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