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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섭 선교사 선교보고 

일시: 2022 년 6 월 

장소: 슈스왑부족 (Chase, BC)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운데 2022 년 사역이 활발히 재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있던 단기선교도 소그룹 봉사자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력해주시는 모든 교회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년 농업선교준비  

원주민 마을에서 매년 10 여개의 밭을 갈아주며 농업선교를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랜 친구인 Don 은  

(왼쪽사진) 매년 자기 텃밭을 잘 가꾸고 토끼를 키워 주변의 풀들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제 11 년차 농업선교를 진행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은 Don 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텃밭으로 가꾸고 

주변의 넓은 땅과 많은 풀을 활용하여 짐승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조그만 트랙터로 많은 밭을 

갈아주다보니 정비하고 수리할 일이 많아 늘 기계와 씨름을 하게되지만,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농업선교가 활발히 진행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쪼록 희망이 없어보이는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농업선교의 일환으로 닭장을 만들어 닭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Howie 가정) 송아지 두 마리를 원주민 Bob 에게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를 시범적으로 키우며 원주민마을에서 장려할 만한 

가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Reservation 이라 불리는 

원주민마을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많습니다.  그 넓은 

땅을 개간하고 활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와 가축을 키우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풀로 덮인 땅에 

양과 염소를 풀어 키우는 일을 더 많은 원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 고기용 염소를 

시범 사육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원주민들과 함께 키우고 있는 과일나무와  

옥수수, 딸기, 고추, 마늘, 무, 배추, 더덕, 도라지 등도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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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제자교회 단기선교 

2022 년 5 월 11-13 일 2 박 3 일간 농업선교와 채플(선교센타)재건을 

위해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오셔서 봉사해주셨습니다.  원주민땅에 

심겨진 마늘밭에서 풀을 메며 땀을 흘렸습니다. 아울러 건축사역을 

위해 철거된 건축폐기물들을 버리는 고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채플(선교센터)건립에 

관한 자세한내용은 뉴스레터를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원주민들과의 교제도 예전처럼 큰 이벤트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Della 의 가족과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주시고 선물을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침술사역으로 수고해주신 함태규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 년 7 월 3 일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평신도선교사로 

파송예정이신 함태규권사님은 이곳 체이스에서 6 개월간 인턴쉽을 

갖고 침술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2022 년 하반기 

사역을 통해 주변의 리틀슈스왑 밴드와 앤더비의 원주민 마을까지 

리치아웃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침술사역의 아름다운 

도구로 저들 밴드의 문이 활짝 열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사역을 통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컴퓨터 기증사역 

카나다광림교회 공석춘권사님의 도움으로 아담스레이크 원주민마을에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기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스레이크 교육(IT) 

담당인 Art Michel 과 미팅을 갖고 앞으로 밴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Trinity Western University 에서 기증하는 컴퓨터(used)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밴드에서 컴퓨터 교실( Lab)을 

운영할수있도록 돕고 인적자원도 지원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공석춘권사님과 카나다 광림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민선교사역을 위해 중보기도와 물질로 협력해주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