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곳 일본에서 처음 보내는 여름은 어린시절 한국에서 보냈던 저에게
잊혀진 여름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5 월 말에서 6 월 초에도 30 도 까지 올라간 이곳의 기후는 7‐8 월 최고
39 도‐40 도 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여름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저는 상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밴쿠버 20 년 생활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잠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 팔과
반 바지만 입어도 춥지가 않다니… 내가 이곳에서 추위를 두려워 하지 않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 하지만 남자다움의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 모기들에게 사랑을 단단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금은 더위를 즐기는 강한 남자보단 모기를 더 조심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 여름이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밴쿠버와 달리 차가 없이 대중 교통(자전거가 최고입니다)
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곳 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모든곳을 걸어서
다닙니다. 처음에는 20 분 걷는것이 힘들어 오리처럼 입이 나와있던 아이들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 시간
넘게 걸어도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쉬어가자고 말하는 아주 튼튼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기후에 잘 적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어적응은 첫째 예린이가 가장 빠릅니다. 이젠 예린이가 참 많은것을 알려 줍니다.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전 아직도 말이 아닌 몸으로 일본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많이 웃습니다. 어색해서
웃고, 몰라서 웃고, 도움이 필요해서 웃고… 참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말 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곳 삶을 통해 새삼 놀라며, 저희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역은 여름에도 계속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름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쓸 예정 입니다.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요. 또 새롭게 일본의 세명의 남 학생들(갱끼,
타꾸야, 코지)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저를 만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참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미국에서 목회 인턴쉽을 온 샘과
호세아라는 두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이 8 월까지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좋은시간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 사랑에 목말라 하나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곳 일본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홍두표 선교사가정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