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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 이은경, 찬경의 기도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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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도 저희 가정을 위해 모이시고 또 처소에서 기도해주
시는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월드뷰는 2월 5일부터 1주일 간
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18학년도 학사일정을 시작합니다. 재학생들은 지난
7주간의 방학 동안 고향을 방문하거나 학교 기숙사에서 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신
입생들은 다음 주 개강을 위해 하나 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스텝들 또한 각자의
박영, 이은경 선교사와 찬경이는
2007년

국제선교단체

(Worldwide

Evangelization

일정에 맞추어 쉼의 시간을 가졌으며 저희 가정도 지인이 휴가를 떠난 동안 그 집

WEC
for

에 머물며 약 10일 동안 저희 가족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Christ) 에 소속되어 호주 타즈마니

올 해는 재학생과 신입생 그리고 청

아에 위치한 WEC 산하 신학교 월
드뷰 (Worldview) 에서 3년간 선교

강생을 포함해 20명의 학생들과 함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1년 사랑의

께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학생과 스

교회 파송으로 남아공에서 약 1년

텝들 모두 주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

간 사역 후 부부가 훈련 받았던 호
주 월드뷰로 돌아와 2013년부터 현

데 행하실 일들로 인한 기쁨과 기대

재까지 스텝으로 사역하고 있습니

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진 : 첫 모임을 할 장소

다. 박영 선교사는 학교의 IT 관리와

에서)

WEC 국제 IT 사역팀을 섬기고 있으
며 이은경 선교사는 중보기 사역과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으로 섬기
고 있습니다.

박영 선교사와 이은경 선교사는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한 사역으로 월드뷰를 섬길
예정입니다. 박영 선교사는 월드뷰와 웩 국제전산팀을 위한 IT 사역으로, 이은경 선
교사는 중보기도사역과 학생들의 기도훈련 및 영성훈련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
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10)

동시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자훈련 그룹을 인도할 예정인데 모든 사역 위에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 비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종교비자는 2019
년 7월에 만료되며 재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영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
뷰 측에서 이민 전문 법무사를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내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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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되고 올 해 안에 발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찬경이는 한국학생들의 상황과 다르게 방학숙제도 학원도 없는
이 곳에서 지난 2달 동안 사무엘서 묵상과 영성일기를 통해 믿
음이 자라가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찬경이의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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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자라고, 발가락의 한포진도 치유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올

월드뷰

해 고1이 되는 찬경이는 학년대표로 올 한해 학생회를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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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성숙한 리더십과 건강한 소통을 배우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진 : 찬경이의 영성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