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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웨일즈 온라인 VBS선교>

제3회 웨일즈 VBS선교 온라인 컨퍼런스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를 볼 수 없는 수 많은 크고 작은 부흥으로 '부흥의 땅'이라 불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통해 우리 민족 최초의 개신교 복음의 씨앗이 온 땅 웨일즈. 하지만 지금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려 영
적으로 너무나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2011년 필라 안디옥교회 4명의 VBS 전문인 선교팀이 웨일즈 땅을 밟고 지난
11년간 PGM 회원교회로 확산되면서 웨일즈 땅에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웨일즈 선
교에 동참하거나 관심이 있던 지역교회를 초청하여 웨일즈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하였고, 작년 제 2회 웨일즈 선교 컨퍼런스
를 뉴욕 어린양교회 (담임: 박윤선 목사)에서 8개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웨
일즈 선교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웨일즈 선교 10주년을 맞아 더 큰 의미와 기대감으로 웨일즈 선교를 준
비하였기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PGM 정책이사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웨일즈
선교를 계속 이어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웨일즈 온라인 VBS 선교를 2020년 7월 PGM 회원
교회 5곳과 웨일즈 현지교회 5곳과 매칭되어 미국에서 보낸 선교 패키지가 웨일즈 현지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전달되어 웨일
지 온라인 VBS선교를 은혜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함으로 여전히 대면으로 진행되는 웨일즈
선교는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웨일즈 선교는 계속될 것이며, 이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웨일즈 선교를 진행하기 앞서 참여하는 교회들을 위한 제3회 웨일즈 VBS선교 컨퍼런스를 3월 20일
(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영태 선교사 (PGM 웨일즈 선교사)가 지난 11년간 웨일즈에 PGM
선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선교의 역사와 현재 변화된 상황을 나누고 영적으로 하나되는 시간과 더불어 VBS 온라인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나누는 실질적인 나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랄리한인
장로교회 (담임: 이상현 목사)를 포함하여,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담임: 김기석 목사), 뉴욕 하은교회 (담임: 고훈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담임: 양춘길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 Grace Church NY (Lead Pastor Gus Kim)
총 6개 교회에서 연합하여 웨일즈 현지교회 6곳을 섬길 예정입니다.
멈추지 않는 선교의 물결이 올해도 6개의 연합교회들을 통해서 패배주의로 물든 웨일즈 땅에 흘러가 웨일즈 다음세대 자

녀들에게 잘 전달되어 Beyond Korean Diaspora의 역사가 다시한번 새롭게 세워져가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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