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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동역자님께
할렐루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
항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법 쌀쌀해 진 10월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추석이 양력이라 이미 지났고 한국
의 추석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지키며 여러분들의 선교
마음과 함께 한걸음씩 선교의 발걸음으로 내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일본은 코로나19의 영향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 보통 생활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있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되는 귀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안전과 건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역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예전과 조금 다른 「기도편지 영상」을 올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일본 선교 사역과 기도제목(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매주 CFC(크리스찬펠로쉽센타) 주일예배 섬기고 있습니다.(찬양사역, 영상사역 등)
가스펠교실은 지속적으로 3곳 교회에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9월 27일에 코도모쇼쿠도(ことも食堂) 가스펠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매달예정)
교토순복음교회에서 수요오전예배와 교회 행정 부분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9월 21,22일 ARN부흥성회에서 찬양인도와 간증으로 잘 섬기고 왔습니다.
AGST/J일본 아세아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좌에 9월말부터 참석하고 있습니다.
CTS라디오 조이 [인사이드재팬]의 선교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선영 선교사의 찬양 피아노 기도 연주 영상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셀라윤」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가족의 영성과 건강과 안전과 생활(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내 윤선영 선교사, 아들 김찬영 일본소학교(초4)

10월 특별 기도 제목 (아래 사역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케어하고 있는 히데노리군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남35세 정신분열증)
가스펠교실이 계속 진행됩니다. 영혼 구원과 회복의 사역이 되도록..
교회사역을 위한 음악 지도 개인 레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DSM Japan 리바이벌 기도회에서 찬양으로 섬김니다.
9월말부터 AGST/J고베에서 선교학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10월 12, 26일에 고베
로 갑니다. 일본선교와 관련하여 선교 현장에 사용 될 수 있는 배움이 되고, 더 구체적
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재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현장에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동역자님의 기도와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교토에서 김세진 선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