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소식 35호 (선교편지와 기도제목)
[일본장로교회 소개]
일본장로교회는 1956년에 설립된 「일본기독장로교회」와 2차세계대전 후 생겨난
독립의 장로교회가 모여 1979년에 설립한 「일본복음장로교회」가 같은 전통적 장
로주의를 계승하는 교회로서 1993년 5월에 합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동경도와 오오사카부 그리고 11개의 현에 6개의 노회와 67개 소속된 교회가
있습니다.
동경의 위쪽으로는 제가 있는 곳이 가장 북쪽에 속한 교회였으나 10년 전에 대지
진 이후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 교회가 개척됨으로 이곳이 가장 북쪽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동북부와 최북단 홋카이도에는 일본장로교회가 하나도 없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장로교회는 신구약 성경에 기반하여 웨스트민스크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를
신앙 기준으로 채택하며 「개혁주의신앙」,

「독립자치」

「장로정치」의 3대원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단입니다.
해외교단과의 교류에서는 미국정통장로교회(OPC), 대한예수교장로교회(합신) 그리
고 우리교단의 부산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선교 협약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제가
일본장로교회의 협력선교사로서 일본장로교회 쯔쿠바희망교회를 2008년부터 섬기
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
아직도 코로나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전체 확진자 수가 25만 명에 근접하여 다시 재유행의 위험에 처
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교회 참석을 꺼려했다가 교회로 오려던 일본인들이 다시 예배참
석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이나 코로나의 장막이 걷힐는지 주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노숙자 급식전도]
노숙자 급식전도는 코로나의 상황가운데 그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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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의 노숙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그리고

준비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한 뒤에 한 명의 노숙자가 저를 찾아와 "나는 천국의 시
민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
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집이 없어 끼니를 위해 그저 참석하는 줄 생각하였는데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예
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보니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긍휼이라고
생각됩니다.
[꼬두람선교와 그레이스 디너]
일본에는 골덴위크(5월1일에서 약 일주일간)라는 주간이 있습니다.
공휴일이 겹쳐 있어 보통 일주일 정도 모두 휴가를 가는 기간입니다.
이 때 우리교회 청년들이 이 귀한 휴가를 그 동안에는 매년 '꼬두람선교'라는 이름
으로 일본의 농어촌과 오지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전도하며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교회의 예배당 바닥 수리와 교회 전반에 대해 수리와 보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그레이스 디너'라는 이름으로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식
사를 대접하여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쯔쿠바대학의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
음의 소식을 듣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지역부 가족수양회]
일본의 전 지역은 최북쪽 홋카이도에서 최남단 오끼나와 까지가 약3,000키로나 될
정도 아주 크고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선교사들이 한 번 모이기가 참
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년 1회씩은 가족수양회를 가지면서 온 선교사 가족들이 다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사역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양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올해는 본부와의 협의로 한국(거제도)에서 수양회를 8월22일부터 일주일간 가지기
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선교사들은 안식년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안식년 후 재파송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기에 이번에 한국에서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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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가진 후 재 파송 심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올 여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기간이 짧은 일정이라 후원교회들을 다 찾아가 인사드리지 못함을 헤아려주
시기 바랍니다.
[둘째 손녀 탄생]
지난 5월 2일에는 큰 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둘째 손녀(박라임)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손녀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주후 2022년 7월 28일
일본 쯔쿠바에서

박권출

이선희

드림

[기도제목입니다.]
1) 일본에는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2)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교회의 예배
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3) 노숙자급식전도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게 하옵소서.
4) 청년전도집회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나아오며 이들이 일본 선교의 큰 일
군이 되게 하소서
5) 마이너스 선교후원계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6) 일본지역부 여름수양회가 은혜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7) 저희 두 사람(박권출 이선희)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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