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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주 안에서 사랑하고보고 싶은 귀하신 동역자님들께,

오랫동안 메말랐던 우간다 대지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 
지난 4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선교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 12월 
25일에 송 이삭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사벳 사모님과 4명의 자녀들까지 합해서 총 6분이 오셔서 교회 성도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담대하며 다재다능하신 송 
이삭 선교사님은 그 동안 몇 
차례 우간다 정탐을 한 뒤 
마침내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현재 
베데스다 병원에서 안경 
만드는 일을 배우고 계시며 
병원 소독기, 내시경 
세척기등 각종 기계 부품을 
수리하시고 베데스다 

선교사님들의 차를 수리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매 주일 power point presentation을 
준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다.  Self -supporting  missionary로 사실 수 
있는 합당한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셨던 분으로 
이곳에서도 동일한 자세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선교사님들의 
머리카락은 거의 모두 엘리사벳 선교사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또 빵을 만드셔서 
매주 화요일 Group bible study 시간에 섬기고 계십니다. 저의 아내 그레이스 
선교사는 엘리사벳 선교사님이 오신 뒤로 힘을 덧입어서 캠퍼스에 전도하러 자주 
나가게 되고 일주일에 2번 캠퍼스 모임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4명의 애들도 이곳 학교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송 이삭 선교사님 가정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합당한 때에 이곳으로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선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말씀 공부와 주일 메시지를 축복해주시고 새롭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다니엘 공부를 1장부터 12장까지 자세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혼탁한 시대에서 저를 비롯한 학사 목자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평신도로서 믿음 중심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말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새롭게 
깊이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또 세상 나라는 짐승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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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He replied, Go your way, Daniel, because the words are rolled 
up and sealed until the time of the end)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꿋꿋하게 저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자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와서 메시야를 만났다고 고백한 초기 제자들과 같이 빛과 
생명이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제자 양성 역사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성경공부를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시니어 리더들은 모두 40대 초 중반으로 한창 바쁩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공부를 위해 일주일에 한 시간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9주간의 성경학교를 열도록 하셨습니다. 주제는 
We are Jesus’ disciples.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영접했는가를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것을 기초로 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슨 내용으로 
성경공부를  했는가를 리포트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균 10여명이 꾸준히 참석을 하였고 3-4명은 한 강의도 빼먹지 않고 
리포트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학교에 참석하였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일대일 성경공부를 꾸준히 하고 그 학생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성경학교를 수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부활절 연합 수양회 역사

2019년 4월 20, 21일에 우간다 부활절 연합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장소는 
캄팔라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미티아나 호텔이었습니다. 송 이삭 선교사님은 
숙소와 경치, 식사 면에서 수양관 장소가 한국보다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시골에서 
했기 때문에 실비용은 캄팔라 시내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쌌습니다).  총 
80명(마케레레 55명, 치암보고 18명 자녀들 7명) 참석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현지 리더들이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 현지리더들이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수양회 주제는 Live for Christ(2Cor 5:5)이었습니다. 개회 예배는마케레레 대학 UBF의 
full time Intern사역자인 Jonath가 요한 복음 8장 1-11절 말씀을 기초로  ‘leave your 
life of sin’이라는타이틀로 전하였고, 주제 1강은 이사야 53장을 기초로 ‘suffering 
servant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Abrahams omoding 목자님이, 아침 1강은 로마서 
6장 1-14절 말씀을 기초로 Margaret Sebbale 목자님이 ‘count yourselves to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라는 타이틀로, 주제 2강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기초로 Kyambogo chapter의 Julius목자님이 ‘Live for  him’ 이라는 타이틀로 
전하였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더 이상은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새롭게 깊이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들었던 주님의 은혜로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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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팔팔하게 살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날마다 외치기로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미 죽은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날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현재 기도제목을 
나누어드립니다. 

기도제목: 1. 교회 건축 설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시청에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2. 시니어 리더들이 직장 생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각 요회 역사를 주인의식 갖고 
섬기도록

3.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도록

4. 현지 리더들을 통한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주시도록

우간다에서 사랑과 섬김에 빚진 종 강 리빙스턴(지은), 그레이스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