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그룹 모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년 선교 교재

콜럼버스, 오하이오

2017년 11월

선교 연구
콜럼버스는 오하이오 주의 중부에 위치하는 주의 수도이
면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탐험가
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Christopher Columbus)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지어졌고 콜럼버스 다운타운 강변에는
미대륙 발견 5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콜럼버스가 타고
왔던 산타 마리아호의 거대한 모형선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의 풋볼 경기장은 미국에 있는 대형
경기장 중의 하나로서 이 주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오하이오
는 벅아이 (Buckeye) 주라고 불리며 풋볼팀 벅아이즈 (Buckeyes)의 본거지입니다. 벅아이는 칠엽수 나무의 일종으로
오하이오 주민들의 호칭입니다. 칠엽수 나무의 열매 모양이
사슴 (buck)의 눈 (eye)을 닮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이름이

지어졌으며 땅콩을 초콜릿으로 덥혀서 벅아이 열매 모양을 만든 초콜릿도 유명합니다.
1900년대 초기에 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이 스트리트 (High Street)에 수십 개의 아치가 세워져 “아치의 도시”
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나 1914 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사업 친화적인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를 자랑하며, 교육, 보험, 건강관리, 의료
연구, 국방, 정부 및 항공 관련사업 등이 이 도시의 주요 사업입니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비롯하여 거의 60여개의
대학교가 있으므로 오하이오 주에는 특히 대학생 사역과 캠퍼스 교회 개척이 필요한 곳입니다.

프라이 선교사 가족을 만나보세요!

선교 모임 진행

브라이언과 하이디 선교사님 부부 (Brian & Heidi Frye)는 대학생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 목사

• 찬양

님들 그리고 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며 그들

• 시작 기도

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 학습 활동

선교사님 부부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침례교 대학생 사역(BMC)을 통해 만나서 2006년도에

• 선교 연구 발표

톨레도(Toledo)로 이사하여 보링그린 주립 대학과 톨레도 대학에서 대학생 사역을 시작
했습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 브라이언 선교사님은 오하이오의 침례교 주총회와 함께 대학생
전도 전략가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북미선교부의 전국 대학생사역 전략가로써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기관 전도, 제자 훈련 및 북미 전역에 걸쳐 2천만이 넘는 대학생들을 위
해 전국의 모든 대학 캠퍼스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선교 기도
• 선교 활동 나누기
• 마침 기도

현재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캠퍼스 교회를 약 70개의 교회를 개척
하여 사역하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 교회를 개척하는 리더들을 뽑아
훈련하고 이끌어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이디 선교사님은 라이프 포인트 교회 (LifePoint Church)의 지도자
사역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 제자반 그룹을 지도하고 있으며
갓 결혼하여 사역에 헌신하며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젊은 부부들을
제자훈련을 하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이안 (Ian,
13), 코너 (Connor, 11)와 스콧 (Scott, 11)인 세명의 아들들이 있으며
모두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에 봉사하고 있습니다.)인 세명의 아들들
이 있으며 모두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 : 추억의 물건
대학이나 고교 시절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간직한 물건이 왜 소중한지 그리
고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이유를 나누세요. 대학생때 학생 사역, 캠퍼스 사역 또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
한 경험과 학생 시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누세요. 북미에서 가장 큰 사역인 캠퍼스 사역을 소개하면
서 21세기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도해주세요!

선교 기도

선교사님 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며 캠퍼스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대학생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제자를 만들도록
• 콜럼버스에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캠퍼스에 학생 1000명당 한 개에 해당하는 캠퍼스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 대학 캠퍼스 또는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북미 지역에 있는 400여개의 큰 대학 캠퍼스에서 교회가 세워
지는데 함께 도울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 대학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기를
• 대학 캠퍼스 부근의 모든 교회들이 근방의 대학 캠퍼스 사역을 시작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3-4

지역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가족 외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운전하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지역을 나누어서 동네를 돌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소방관과 병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침례교 여성 세계 기도의 날
(Baptist Women’s World Day of Prayer)

선교 참여

전 세계의 침례교 여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세계 기도의 날에 함께 기도합니다. 침례교
여성 세계 기도의 날은 매년 11월 첫째 월요일로 지정되 있으며, 올해는 11월 6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특별히 전 세계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가족을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 신앙의 핍박을 받고있는 많은 믿음의 자매들,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위협
때문에 집을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여성 단체의 세계 기도의 날에 동참하거나 특별헌금을 드리는 것을 계획해 보세요. 웹싸이트 bwawd.org/day-ofprayer를 방문하면 특별기도 가이드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다음 달에는 . . .
12월에는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놀란과 킴벌리 (Nolan & Kimberly Grogan) 선교사님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이 교재에 대하여...
전국 WMU가 출판하는 장년부 선교교재

이 장년부 선교교재는 아래와 같은 다

인 Missions Plan Book 2017-18에서 선

양한 모임에서 소그룹 나눔으로 사용

교연구 내용을 번역하여 한인교회에서

하거나 인도자가 발표 형식으로 사용

사용하기 쉽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 사용방법과 교재구입 및

• 여선교회/WMU 모임

지도자 훈련 등에 대해 문의해

Missions Plan Book (영어교재)은
아래의 링크에서 접속되는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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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 모임
• 주중 가정 모임
• 소그룹 모임
• 개인 QT 시간
• 기타 모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Korean WMU
문의 연락:
904-742-2487 (Joy Lee)

koreanwmu@wmu.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