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6
할렐루야
2015년도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해 다짐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남은 시
간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곳 일본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짧
지만 이곳 선교지의 삶은 저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다시 생각 하게 하며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합니다. 주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일본까지는 잘 순종하며 왔는데, 이곳에서의 믿음의 순종은 저희에게 또 다른 도
전이 됩니다. 주께 받은 그 큰사랑을 나누고 또 전하러 왔는데, 막상 매일 삶 가운데서는 이들이 필요한 사랑
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만큼 나누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항상 낙망과 소망의 갈림길 앞에
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선교지에서 삶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삶과 학교에서 예전과는 다른 도전을 받고 있으나, 매일 함께 예배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본을 더 사랑하는 훈련 중 입니다. 언어적으로는 오사카 사투리를 너무 많
이 쓰는 것을 지적 받을 만큼 자연스러워 졌습니다. 아이들의 적응은 일본어를 못하는 저에겐 참으로 신기하
고 놀라울 뿐입니다. 항상 선교사로 학교에서 자신을 몫을 다하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홍준희 선교사는 아이들 친구 부모와 만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 1월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일본 부흥을 위한 기도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이곳에서 3월부터 매일 일본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 모임에 많은 일본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
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기도원 주위 일본 이웃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순교자가 가장 먼저 나온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가 하나 없고, 곳곳에 복술집과 신당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강하게 임하고, 기도원 주위의 이웃 분들이 속히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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