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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浦市未伝道地개척사역

한복입은 일본학생들

21기 일본문화체험

양동현

박주영

뉴스레터 목 록
• 후쿠오카CCC 복음센타
• 캠퍼스사역
• 자비량
• Jesus Caravan

• 한국어교실
• 단기선교 지원사역
• 마게도냐 Project
• NLTC 새생명전도훈련
• 사역전망과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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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CCC/마게도냐 선교사

김남인

주승규

문일배

김성필

장승익

김은비

구인애

박상준

샬롬!!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심에 감사합니다.
첫 뉴스레터를 만들었습니다.
2004년 5월! 센타 헌당식후 첫 여름과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 . .
후쿠오카 사역 전반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며,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와 후원에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본복음화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위에 주의 평안과 축복을 빕니다.

일본복음화 성취에 한걸음 더 다가간 한해였습니다.
후쿠오카복음센타의 중요 역할 및 설립목적
1.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2. 전도와 제자화 운동을 일으키며
3. 미전도지(캠퍼스와 지역)복음화 일군을 키워 파송하며
4. 사랑방 문화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며
5.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일본선교에 참여 할 수 있는 일을
돕고져 하는 것입니다.

캠퍼스사역
각 캠퍼스 담당 간사와 함께 하는 젊은이 대학생전도
세이낭 대학, 후쿠오카 대학, 큐우슈우대학 제일경제, 복지대에
서 각 대학 담당간사와 자비량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영리
개인전도, 친구초청 전도잔치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
접하는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순모임

이 땅/캠퍼스에 반드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 입니다.

친구사귐 전도

22기 자비량 4월7일 8명 입국
자비량(Tent maker) 사역

22기 자비량 공항영접

한국어교실

및

토요일 번화가 텐진 노방전도

1년에 6개월, 또는 1년동안 자신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며 복
음의 씨앗을 묵묵히 뿌리고 있습니다.
자비량 기간 중에 일본어 언어연수도 있으며, 배운 언어로
바로 복음을 전하면, 빠른 언어능력 향상과 문화경험을 할
수 있는 두가지 다 좋은 인생/사역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자비량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사귀기 전도
한국열풍을 탄 한국어교실
매 학기마다 센터 및 각 캠퍼스에서 20여명의 학생들과 주 한번
언어공부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은 많은 학생들에
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자비량, 한국어교실 사역을 통해 얻는 결과
* 일본의 대학가에 복음이 뿌려지고, 제자들이 키워지고,
* 일본복음화를 향한 우리의 비젼과 확신은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Jesus Caravan (미전도지에 전도지배포와 교회개척 병행사역)

와곤차로 출
발

아트란타 단기선교팀
마쯔우라센타 앞에서

미전도지에서 전도지 배
포

1999년 8월! 국제CCC 예수영화 본부,
한일CCC 그리고 EHC(일본 가정문서
선교단체)의 파트너 쉽으로 시작. 지금
까지 한국, 미국, 일본의 150여명의 형
제, 자매들이 참여하여 일본 전역 미전
도지중 약40만 가호를 방문전도하며 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역은
미전도지 교회개척사역으로 더 발전하
고 있습니다.

캐라반 활동과 무교회지역(마쯔우라, 우미쵸, 카와타나, 사사미, 미노) 교회개척 사역

마츠우라시 전경

교회건축을 위해 기도중인
마츠우라 센타 앞 토지 120평

마츠우라 문화교류 센터
(2002~)

마쯔우라시 사역자
뉴저지 갈릴리교회 파송
정병면목사

2004 단기선교 지원사역
여름 단기 방문 현황

겨울 단기 방문 현황

아트란타 임마누엘교회(7명), 캐나다 CCC(12명)
여수낮은교회(10명), 창원새순교회(고등부20명)
진해교회(16명), 용호남교회(20명)
예수비젼선교회(55명)
평화교회(6명), 부천광림(12명)、송천교회(15명)
일신중앙/인천산곡교회(6명),
윤성현간사팀(5명), 수영로교회(42명)

예수비젼선교회 (53명)
캐라반 단기선교 (17명), 진영감리교회 (17명)
철원오덕교회 (14명), 한동대학교 (10명)
현흥교회 (27명), 김광섭팀 (5명)
생명샘, 늘빛교회 (40명), 지구촌고등학교(35명)
한강중앙교회 (11명), 고신선교언어 (4명)

여름: 12팀, 총 238명
겨울: 10팀, 총 233명

2005년 여름단기 참가신청교회/단체 현황: 예수비젼 선교회/뉴져지 베다니교회외 450여명 참가예정

단기선교를 통해 얻는 결과
* 일본의 비싼 물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자립 교회라도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단기선교가 장기적 일본사역에 공헌하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일본 미전도지를 향한 구체적 전략이 세워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후쿠오카 사역을 통해 협력사역의 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중/장기 사역자 - 일군을 발굴 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 일본인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현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협력사역의 확산

5월9일! 미노시로 파송
대광교회 파송
신해웅선교사

마게도냐 Project란? 한일교회 및 CCC협력으로 미전도지 교회개척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역

협력교회 및 개척 현황
1.후쿠오카: 하카타 그리스도교회 카와치목사
2.우미쵸: 죠이호프교회 마쯔우라목사
3.나가사키현: 마쯔우라 복음센타 정병면목사
4.나가사키현: 카와타나 개척사역 현승건목사
5.나가사키현: 이마리 생명의 교회 팀 액커맨목사
6.카고시마현: 카세다 개척 협력 무기노목사
7.오오사카: 마게도냐 협력 칸다목사
8.기후현: 미노시 코야마목사/신해웅선교사

사세보지역 교회개척
현승건목사
장로교합동전통파송

우미쵸
죠이호프교
회
마츠우라목
사
이마리 생명의말씀
그리스도교회
팀 액커맨목사

NLTC 새생명 전도훈련

우미쵸 죠이호프교회 NLTC반

목사님들 사영리 전도 시범

사영리에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2005년 4월 15일!
일본교회 지도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와 제자훈련(LTC)
이 우미쵸 마을 마쯔우라목사님 시무하는 죠이 호프교회에서 있었
습니다. 전도와 제자화 훈련사역으로 일본교회를 살리고 복음화를
돕는 이 훈련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번 죠이 호프 교회 전도훈련에 참여한 목사님들과 성도(목사님4
분 포함 9명)들의 모습, 그리고 반응들을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들도 달랐습니다.

짝지어 사영리 전도 연습

본 사역은 일본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기쁨과 힘을 주는 사역이며,
더 나아가 새생명을 낳고 낳아 다시 번식하도록 돕는 사역이므로,
이런 운동과 사역은 결과적으로 일본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복음화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시작으로 본 운동의 물결이 일본전국으로 번져갈 수 있
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역 전망과 비젼
현재 후쿠오카에는 20여명의 CCC스텝과 초교파 마게도냐 선교사 그룹이
1, 후쿠오카CCC 복음센타를 선교 베이스로 삼아
2. 캠퍼스사역
3. 미전도지 Jesus Caravan 및 교회개척사역,
4. 단기선교 지원사역 그리고
5. 교회지도자 훈련 사역(NLTC)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사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관 (Integrated Ministry)되고, 참여하는 사역자들의 협력과
팀웍을 바탕으로 일본복음화에 장기적/전략적으로 공헌하는 새로운 한 선교 모델이 만들어 지기를 바고
있습니다.
본 센터와 협력사역을 통하여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기도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 800여 대학과 1734개 미전도지 마을에 캠퍼스와 교회 개척의 일군을 양성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2. 일본 3,000의 교회에 NLTC 훈련이 도입될 수 있도록!
3. 이 일본선교의 한 적은 시설에서 더 큰 전도의 열린 문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4.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심 부름에 기쁘고 보람차게 순종하는 길이 계속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동역자/후원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 . . 주의 축복을 빕니다.
후쿠오카CCC/마게도냐선교사 일동

Fukuoka Gospel Missions Center

thank you Jesus

| Address : 816-0051 Fukuoka Hakataku Aoki 1-11-8
福岡市博多区青木 1-11-8 (한문)

| Tel + Fax : 81-92-622-0466 /1808 (from Korea),
092-622-0466 (from Japan)
| E-mail : lovejapancenter@hanmail.net
| Official Homepage : www.lovejapan.or.kr

후원하시려면…
www.kccc.org > 회원가입 > 자동이체/선교후원안내 > CMS자동이체 동의 >
후원번호 검색에서 ‘후쿠오카’ 기입 > 간사번호 639 확인 >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