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후 2020 년 5 월 8 일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리더들께 글올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여러분 한분 한분에 대해,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사역의 이야기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말씀과 함께, 저희는 여러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 1:3-5) 복음을 나누고, 

여러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동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계 곳곳에 있는 필요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모습 속에서, 

저희는 나사렛인들 사이에 있는 연합의 마음을 목격했습니다. 개교회들은 넬 

벡커 스위든 박사 (Dr. Nell Becker Sweeden) 지도아래, 

나사렛구제사역부(NCM)와 협력하여, 교회의 여러 자원들을 동원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교회차원에서, 상황의 진전을 

위해,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어린이 후원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 인해, 세계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형식에 완전히 적응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필요들을 계속 공급해 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기간동안, 취약한 환경 속에 있는 어린이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고 

공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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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관대한 나눔으로, 나사렛구제사역부는 전세계 6 개 지구들에서 

101 개의 새로운 COVID-19 관련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개교회들과 성도님들의 협력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미의 한지역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보조를 무색하게 하면서, 나사렛교회가 

지역사회에 주요식량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렛구제사역부를 위한 정보들과 자료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here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서로 다른 위기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돕는데 있어, 

먼거리지원 형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주 안에, 직원들은 

국제사역본부(GMC)에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사역본부의 팀 전체는 자택에서 일하면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쏟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계중앙감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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