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5 월 15 일 

 

친애하는 목사님들과 리더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매일 같이 여러분의 신실함과 예배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렛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나사렛 

사람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세상 가운데 그분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회복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슬퍼하거나 시신을 매장할 시간 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여전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새로운 

소식이 매일 같이 들려옵니다. 페루에서는 한 연회에서만 22 명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감염되어 입원하여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많은 교우들이 감염되었고 

최소 6 명 이상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질병에 감염되는 문제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배고픔의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사렛구제사역부(NCM)는 콩고 민주공화국(DRC) 르완다의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4 톤 이상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숙자들과 

음식을 나눴으며, 자살과 중독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동 발달 센터는 센터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음식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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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앙감독회는 앞으로 2 주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몇몇 

사역자들이 국제 사역 센터로 돌아오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역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하듯, 우리는 줌(Zoom)을 통한 미팅 및 여러 가상 

공간에서 모이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교회의 필요를 돕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의 리더들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구제 사역부를 통해 주시는 기부는, 우리가 주린 자를 먹여주는 일과 

고난 가운데 실제적 필요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신부 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세계중앙감독회 

 
 
 
 
Filimão M. Chambo     Eugénio R. Duarte  David W. Graves  
 
 
 
 
David A. Busic      Gustavo A. Crocker  Carla D. Sunbe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