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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4일            강 태 원 목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어느새 봄날이 오고 금새 더위가 찿아 올 기세 입니다.  백신 공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갈 때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동역자님과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으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년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도착 후 바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유센터에 다녀 왔습니다.  
작년 가을과 겨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섬겼는데, 이에 대한 값이라 여기니 감사 했습니다.
장남 진웅은 일하면서 동시에 신대원 최종 과정에, 막내 진수는 신학대 3년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중 ‘구소련 군선교 20년’ 책자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자가 한국 해외군선교에 좋은 
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제자양육 제7단계인 ‘행복 학교’ 교재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이 기간 정밀 건강검진을 받으며 체력 증진에 힘을 썼습니다.  건강상 별 어려움이 없어 계속 섬길 
수 있으니 고마움이 큽니다.  동 기간 MSO(세계군선교협력위) 온라인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음이 제게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키에브, 누르술탄 팀을 위해 제자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월 – 3월  키에브팀 온라인 사역
키에브 팀을 위해 2개 코스, ‘하늘시민 학교’와 ‘갱신자 학교’ 코스를 줌으로 진행 했습니다.  
3월 14일, 주일, 에는 키에브 중앙교회에서 저 없이 수료식을 진행 했는데, 모두에게 격려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 1월 – 4월  비슈켘 1대1 양육 진행
기르기즈어판 교재를 사용하여 아시다 장로가 은혜 중 마쳤습니다.
기르기즈인 중앙교회에서 현지인을 통해 현지어 교재로 첫번 째 코스를 마칠 수 있어서 
고마울 뿐입니다.

              키에브팀 수료식                         첫 번째 기르기즈 자체 제자팀          
   



* 4월 – 6월 중순 누르술탄팀 온라인 사역
누르술탄(예전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수도)을 2년간 방문하지 못했기에, 4월부터 줌으로
‘갱신자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에브 리더인 드미트리, 나타샤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간증의 기회를 갖었는데, 양 그룹 상호간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교회 회집이 
불가한 형편으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모습을 보니 감사가 큽니다.

* 5월 – 8월           러시아, 기르기즈스탄 비슈켘 사역
5월 8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수련원을 돌아 보고, 이어 6월 중순 – 8월 중순 기르기즈스탄 
비슈켘에서 기독군 형제들과 제자팀을 섬길 계획입니다.  이 기간 회교권기독군인 집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국가간 이동이 안전하며, 현지분과의 만남이 순탄히 이뤄지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1. 금년 오까강 수련원에서 컨퍼런스, 성경학교가 열릴 수 있기를

2. 구소련 코로나가 감소되어, 교회 회집이 자유롭게 되도록

3. 비슈켘 회교권 기독군인 온라인-오프라인 집회의 원만한 운영위해

4. 비슈켘 제자 사역통해 일군 배출 되도록

강 태원    한국내전화(방문시에만) 010-4160-7369     E-Mail: peacekang @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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