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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을 통해 코시안(Kosian) 자녀들의 수가 앞으로 2030년에는 3명당 1명 꼴인 170여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필자가 염려하는 것은 주로 외국인 배우자인 어머니를 통해 저들의 종교

성향이 자연스럽게 자녀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이후에 한교 사회 안에 다문화 다가정

으로 인한 다종교의 시대가 머지않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주 결혼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전도와 복음적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교회와 선교계 모두 이들에 대한 분명한 선교적 인식과 동역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려

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이주자 선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과 단체 또는 지역 교회가 전문적

인 사역자들의 강의와 사역 나눔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펼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이주자 포럼이 “나그네 신학” 곧 “이주자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매년 열리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와 연합을 위하여 국내의 이주자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이주자 선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주자 선교 사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통해 세계 복음화 지수를 높일 사역

자들을 교육 훈련하는 이주자 선교 훈련학교(MMTS/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가 매년 열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위디국제선교회가 주관하며 세계선교협의회(KWMA)와 선교한국이 협력하는 선교 훈

련 프로그램으로써 이주자 선교의 전문성을 지닌 강사들과 사역자들이 16주 동안 강의와 사역을 나

누며, 이 분야의 선교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전략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면 이주자 선교에 대한 모든 정보와 실제적인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민 선교 위탁 훈련(MMCS)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주민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의 

요청을 받아 그 교회의 선교부나 청년회 등, 이 사역을 감당할 부서, 기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 3월에 이주자 선교 훈련학교 4기가 개강하여 진행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여 이주자 선교

에 능한 일꾼들이 되어 이주자 선교를 통한 복음화 지수를 높여가기를 기대한다.                          

.

.

.

.

이주자 선교 훈련 학교를 개강하며...

위디국제선교회 실무대표

문  창  선 목사

 그동안 이주민들에 대한 교회나 선교계의 인식이 너무 더뎠다. 한국 교회

가 주체가 되어 선교지에 “가는 것”이나 “보내는 것”에 대해서만 급급했고, 

오히려 선교지에서 우리의 품안에 찾아온 땅끝이웃에 대하여 너무 소홀했

었다. 이것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나 섬김 차원의 소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김과 선교의 동역자로 여기는 것

에 대한 소홀함이다. 이것이 이주민들을 역파송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적

인 선교의 기회를 도리어 저들로 인해 역선교의 위기로 맞이하게 된 직접

적인 이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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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과의 동역, 그 행복한 부르심
4기 MMTS를 맞이하며

 그 해 겨울, 2007년의 끝자락에 서서 너울너울 춤추던 그 겨울날들은 유난히도 추운 시간들의 연속

이였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뒤 외국인근로자선교를 위해 준비하던 중, 그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동일한 위치와 자리에서 동거동락하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갖을 것을 결심한 후, 경기도 

변두리의 한 작은 종이컵공장에서 생산직근로자로 일을 시작한지 거의 10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이였

으리라. 

 내가 어떤 우위의 위치에서 그 분들을 돕는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된

다면, 그 분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을거라는 마음의 소망을 품고 들어간 곳이

였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아주 미세하나마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거라는 마음의 잔잔한 감동이 있기도 하였기에, 주님 주신 담대함

으로 내 마음을 강인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대 중반이 되기까지 그다지 큰 고생 한 번 없이 자라

왔던 나였기에, 그곳에서의 야간시간만 12시간 이상씩의 생산직 일을 꼼짝없이 서서 해내는 일들은 

참 녹록치 않는 일들이였다. 또한 초반에는 공장주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시 통역으

로 돕는다는 것이, 노사갈등의 조정자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기에 맘의 고생과 갈등

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반년이 되는 즈음에, 내가 그 공장에 들어간 목적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그 분들의 복지와 노사간의 조정자가 되는 역할 때문이 아닌, 진정한 그 

분들의 친구와 동행자가 되고 또한 내가 누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되이 전하고자 위함이였

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적을 내 스스로 분명히 하고나서, 나는 정말로 그분들의 진정한 친구로 자연스

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 분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며...... 그리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참으로 확신있게 내가 누려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

누며, 복음의 소망을 전해갈 수 있었다. 

 그 해 겨울 어느 날, 밤새서 일하다 잠시 얻은 휴식시간에 기계 옆에 쭈그리고 앉아 빵과 음료수를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내 대신 잠시 기계에서 나오는 종이컵의 불량을 체크해 주고 있는 필리핀 

자매의 옆모습을 이상하리만큼 뚜러져라 쳐다보게 되었다. 한국에서 불법외국인근로자로 7여년을 일

하며 늘 줄곧 야간에만 일했기에 햇빛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살아 온 자매여서일까?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너무나 창백해 보였고, 핏기와 생기도 전혀 없어보였다. ‘이 자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잠깐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가 잠시도 안 되어 금새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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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칠 수 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아, 이 자매에게 긴급히, 간절히,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

리스도’이리라! 물론 이 자매에겐 너무나 추워 서로가 어찌할 줄 몰라했던 그 겨울날들을 날 수 있는 

따뜻한 옷도, 너무나 쉽게 편견과 무시하는 마음을 참으로 무례하게 드러내 버리고 마는 한국인 근로

자 및 공장주와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도와줄 친절한 한국인 친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나

먼 이 한국 땅 까지 그 자매를 불러내어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정말로 선물하고 싶으신 단 한가지를 

뽑으라면, 당연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되신 ‘예수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섬김와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전해 줄 바로 ‘한 사람’을 간절히 붙여주

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 그로인해 결국은 그 자매를 통해 그 자매의 가정과 나라에도 그 귀한 선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겁고도 명확한 계획! 그 당시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고도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단 하나의 결론이였다. 　  

 그 때의 경험들은 4년간 MMTS 코디네이터로 섬겨오며 때때로 다가오는 큰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선교 헌신자를 세워가는 과정이기에 제대로 

된 영적인, 정서적인, 육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이주자들을 향하여 진정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

고 그 무엇보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산소망’을 심기우고 선물하기 원하는 선교 헌신자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큰 특권이기에 그 분께서 허락해주신 위로와 격려 또한 그 이상이리라.  

 그 해 겨울 나와 함께 동거동락한 한 ‘미셀’이라 불리던 한 외국인근로자 지체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미셀!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넌 느끼고 있니?’ 그 때 그 자매가 내게 대답해 준 말은 두고두

고 내 맘 가운데 깊은 감사와 감동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레베카(나의 영어이름)! 나와 우리 모두는 

네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날 향하여 특별히 친절하지도 또한 많이 웃지도 

않은 미셀자매였건만, 날 통해 관통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든 전해졌다는 것이 그 해 겨울 

내 마음을 얼마나 뜨겁고도 눈물나게 했던가! 아, 그렇다. 지금도 여전히 미셀자매처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주든 그다지 친절하지도 웃지도 않는, 아니 때론 자존심 상하리 만큼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

주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

스도인들을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

지고 다가가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세움 받아야한다. 그들을 긍휼의 대

상으로만이 아니라 선교의 귀한 동역자이자 재목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길러내야만 한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구해야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20여분의 훈련자들이 이주자선교훈련학교(MMTS)를 지원하였다. 그 중에 순수한 

동기와 집중력을 가지고 이 훈련에 임할 훈련생들이 3월 4일의 개강을 앞두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4기 MMTS 훈련생들을 가운데 위와같은 일들이 힘있게 되어질 것을 굳게 믿는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되어질 것 또한 자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할

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부르실 뿐 아니라, 친히 훈

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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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것 없는 패기만만 혈기왕성한 젊은 목사였다. 군목을 전역한 후, 미국 유

학의 꿈을 접고 구로공단에 들어갔으니 말이다. 무언가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목회와 사역에 집중하

던 시절이었던 터라 웬만한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의 시간도 있었기에 결국 나는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나는 구로동의 사역을 접고 성수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성수동에서의 외국인 사역은 

힘이 들었지만 또 다른 의미를 전해 주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잃어버릴 수 있었던 희망을 되찾게 해 준 것이었다.

    
 고통과 절망은 컸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외국인근로자 선

교 사역의 역사이며 현장이다.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주자선교 사역자로 살아

야 하는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고통이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오

늘의 선교현장을 만들 수 없다. 이 아픔의 삶은 필연이다.  

나그네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마치 광야의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나그네

된 심정으로 40년을 유리방황하던 모세의 고민과 다를 바 아니다. 모세의 고민이 없이 히브리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살아있는 신앙적 체험

이 없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고통이며 동시에 하나님

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나그네 선교역사에는 고통의 역사와 더불어 

신앙의 체험과 증언의 역사도 공존한다. 

   

나. 혼돈과 왜곡의 시대를 넘어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여파는 당시 산업선교나 노동운동권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

다. 갑자기 불어닥친 민주화의 열기는 산업선교와 노동운동의 현장을 혼란케 했다. 산업선교를 하던 

목회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탈출구를 찾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외국

인근로자들이었다. 초기 그들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입장은 무척 적대적이었다. 특별히 나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들을 돕던 목회자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었다.

노동조합의 결성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장애요소가 되며, 임금 상승의 기대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산업선교와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어느새 외국인 근로자 선

교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마치 점령군들처럼 그들은 외국인근로자 운동이 자신들의 전유물

인 것처럼 홍보하고 또한 우리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인권과 선교라는 두 축에 대한 갈등과 논쟁이 시작되었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우리 안의 사역자들은 크든 작든 이 두 개념을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무엇이 우선인가? 교단

과 신학적 입장에 따라 각기 자신의 사역과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게되었다. 복음주의 단체와 운동

성을 강조하는 단체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그 구별이 모호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1995년을 전

후로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운동성을 강조하던 그룹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나누어지는 모습도 있었다.

 당시 내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며, 어떤 그룹은 명동성당, 또 한 그룹은 백주년 기

념관, 또 다른 그룹은 기독교 회관 등에서 각각 농성을 하며 동조를 부탁하기도 했었다. 소위 사회운

동이나 민중교회 운동을 선도하던 그들의 분열을 보면서 개인의 명예와 이해관계가 이념이나 신학적 

입장보다 우선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지금 그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반면에 복음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각자의 선교사역에 전념하던 보수적 사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08년 11월에 시작된 

한국외국인근로자선교의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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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통의 역사 속에 숨어계신 하나님

                                                                                본인은 1993년 9월,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를 처음 조직하고 

초대총무로 일하였는데당시로서는 무척 생소한 선교연대기구였다. 그리

고 벌서 17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이주자선교역사를 회고하니 새삼 

그때가 기억난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는지...

1992년 겨울, 내가 구로동으로 들어가 외국인근로자들을 선교한다고 덤벼들

 

(사)나섬공동체대표

유  해  근 목사



 '이주자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이선한네트워크)가 그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 길을 걸었던 

사역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결과이다. 조금은 느슨한 연대조직이지만 이선한

8월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당을 빌려 적어도 7,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의 역사에 중요한 출발이 되었

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은 운동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어야 

한다. 적어도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 문제는 선교에 대한 통찰력이며 선교에 대한 고백의 

문제이다. 무엇이 선교인가라는 생뚱맞은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무엇인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던 외국

인들은 농성 이후 출입국관리소에 의하여 전원 강제출국 혹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낙인 찍혀 한국 사

회에서도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

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이용만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가득했었다. 그 기독교 목회자들

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은 아닌가? 물론 이러한 내 주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과장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분명 그들 운동권 목사들만이 알테니까 

말이다.

다. 다문화 이주자 선교의 미래와 전망

 이제 외국인근로자라는 명칭도 수정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라는 단어 대신에 다문화 이주자라는 

말이 보다 정확한 것 같다. 이미 120만 명의 다문화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었고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이 되었다. 이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교사역의 내용과 방향에도 큰 의

미를 지닌다. 이들이 바로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다. 여기가 땅 끝이 되었다. 이제 다문화 이주자의 트

랜드 가운데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목회가 곧 선교이다. 목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던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인 사역인 것이다. 이미 농촌교회에는 다양

한 국가나 민족으로부터 유입된 많은 결혼이주자들이 살고 있다. 농촌목회자에게 세계선교의 기회가 

왔다. 농촌에서도 다문화를 모르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도시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제 선교와 목회는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외국인 며느리나 이주자들을 개토화하거나 나누어서는 

안된다. 한 가족이니까 말이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안의 이웃이다 그들은 이웃을 넘어 바로 내 

아내이며, 며느리이고, 자식들이다. 통합적 목회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찾아가는 선교에서 '오늘 여기'가 선교지라는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목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경과 민족의 개념이 없어진다. 공간의 개념보다 

속도나 시간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공간의 한계는 이미 사라지고 있

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공간속의 선교 혹은 목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문화 이주자들

에게 공간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속도를 지배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은 언제든 여기를 떠나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그곳을 채운다. 공간 안에 가두어 두었던 사고를 지양하여야 새로운 유목주의 시대

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다문화 이주자 사역은 대세다. 다문화 이주자 사역을 모르고 

미래 사회나 미래 교회를 말할 수 없다. 앞으로 더욱 많은 전문 사역자들이 이 사역에 전념하는 날이 

올 것이 분명하다. 다문화 이주자 사역이 미래교회를 주도하는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부르실 뿐 아니라, 친히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네트워크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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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주자, 외국여행자 도우미로 뛴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입국 도우미로 나섰다.

관세청은 8일 입국 외국인의 의사소통과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과정의 불편을 

덜기 위해 외국어 소통 능력이 뛰어난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을 활용한 친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된 여행자 통관 민원도우미는 총 27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어 

6명, 몽골어 1명, 필리핀어 1명 등 다문화가 가운데 중국어 6명, 몽골어 1명 

필리핀어 1명 등 다문화가정 출신 이주자 8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인천공항세관과 김포, 김해, 제주세관에 배치돼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있도록 밝은 녹색계통의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해 기동성 있게 움직이게 된다.

여행자 통관 민원도우미는 외국인 여행자 등에게 세관 통관절차 등을 외국어로 소개하고 입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행자 

불편과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 준다.

 친절서비스 도입은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가 660만명을 기록하는 등 전체 입국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 서비스가 해외여행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경우 인천항과 평택항 등 항만세관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입국장에서 외국인 여행자들이 쉽게 찾을 수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02.08 김재중 기자】

말이 통하니 살 것 같아요

이주여성이 이주노동자 간병 

이주 노동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같은 모국어를 쓰는 이주 여성의 보살핌을 받

는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필리핀 출신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A(32) 씨는 작년 12월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출근하다 교통 사고를 당했다. 골반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곧 바로 수술

을 받았지만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누군가 곁에 붙어 돌봐줘야 하지만 간병

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보다 못한 병원 측이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의뢰, 이주여성 간병인을 찾았다. 

A씨는 덕분에 2주간 간병 혜택을 봤다. 필리핀 출신 간병인이 모자라 중국출신 이주 여성이 돌봐줬으나 A씨는 심리적 안정

을 찾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여자 친구도 찾아와 보살핀다고 이주민건강협회는 덧붙였다.

이애란 이주민건강협회 사무국장은 "같은 말을 쓰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주 여성이 살펴주면 병원측의 치료 경과를 설

명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회복에도 큰 도움을 받는다"며 "이주 여성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사회에 보다 빨리 정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08년 하반기에 시작해 그 해 교육받은 이주 여성 4명이 15개국에서 온 78명의 이주 노동자를 간병했다. 작년

에는 모두 1억1천900만원을 들여 16개국의 131명이 혜택을 봤고, 이주 여성 간병인도 6명이 더 늘어나 현재 모두 10명이 

활동한다.

이주민건강협회는 올해 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서울, 인천 등 4개 권역을 정하고 권역마다 5명씩 모

두 20명을 더 뽑는다. 추가 모집한 간병인은 3월 한 달 간 교육을 받고 4월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이들의 보수는 교통비

를 포함, 10시간 기준으로 5만5천원. 대부분 중국 출신 여성인 간병인이 24시간 일하면 약 7만원을 받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주민건강협회는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사업은 이주 여성의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에도 긍정적 효과

를 낼 것"이라며 "의료 처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병원 측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10.02.04 양태삼 기자】

【농민신문, 2010.1.27, 최상구 기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하남의 ‘모자이크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자원봉사 교사가 독서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여러색깔 조화 아름다운 ‘모자이크’ 〈경기 하남〉

다문화가정 자녀 돌봐주는 ‘모자이크 지역아동센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돌

봐 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하남시 덕풍동 덕풍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모자이크 지역아동센터가 그곳. 특히 모자이크 지역아동센터는 한 사업가가 사

비를 털어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센

터는 일본•태국•라오스•이집트•중국 출신의 엄마•아빠를 둔 8~13세의 어린이 19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거나 요일별로 짜여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보충학습

은 방문교육 전문업체와 연계해 지도보충학습은 방문교육 전문업체와 연계해 지도하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

는 미술교육은 인근미술학원과 협력해 지도하고 있다. 또 센터에서 직접하는 독서지도와 말하기 훈련을 위한 연극 등은 자

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과의 대화법, 학습지도방법, 한국음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센터의 이 같은 교육 내용이 입소문을 통해 퍼지면서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어린

이들이 늘고 있다. 인근의 창우동•미사동에서도 어린이들이 오고 있다. 문병용 모자이크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다문화가정

과 이주노동자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들 자녀들을 전문적으로 돌봐 주는 곳이 없어 지역아동센터를 열게 됐다”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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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 국무회의에 보고 

【 】샐러드 TV, 2010.02.16

결혼이주여성 주민등록등본 통한 가족관계 증명 가능해진다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의 제약이 따랐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일반), 제과, 제빵

기능사 3종목의 시험을 외국어로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의 기간(30일)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이 연장되고,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

해주는 등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도록 생활민원 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결혼이주여성 분야, 외국인근

로자분야, 북한이탈주민 분야 등 3개 분야로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 분야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는 한글로만 출제되어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응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는 미용(일반)•제과•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에 대해 외국어로 시범실시한다. (노동부 자격정책과 2110-7283)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기존

에 제공되던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외에 추가로 3개 언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3150-0604)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가족관계 증명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각

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관계 증

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2100-3985)

또한 귀화허가 심사 적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귀화허가에 

대한 1차 심사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귀화허가 심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 국적난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도 공공

기관 및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2100-356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

넷정책과 750-2731)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군복무 조기적응을 위해 다문화장병 동반입대 복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문

화장병은 외국인 귀화자, 탈북자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이민자 등이다.(국방부 병영정책과 748-5167)

외국인근로자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은 근로계약기간만큼만 부여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장 변경신청 등을 이행하는 과

정에서 불법체류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 변경신청 등 소요기간(30일)을 추가 합산하

여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500-9072)

또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휴가실시 유도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

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110-7194)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에도 

본국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창업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PC 정비, PC 활용, 창업마케팅 등이다. (한국산업

인력공단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110-7194)

북한이탈주민 분야
북한이탈주민은 생계 및 일상생활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운전학원 수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921)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 주기로 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923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등록과 3480-1771)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치료 정기방문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921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2023-7567)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지방의료원(34개소) 외에 여성전문병원 등을 의료지원병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감면

내역은 입원비 100%, MRI•CT•초음파 5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0%이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921)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 추진에 

이어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청소

년, 한부모가족 등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출신 엄마를 둔 이광준 어린이(신장초 

4년)는 “이곳에 나와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책을 읽는 게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게 많다. 개인이 운영하

는데다 문을 연 지도 얼마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 초등학교 교장 퇴임 

이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곽영환 선생님(62)은 “운영 초기라 관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학습 교구나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좀더 많은 교육자료가 확보돼 아이들과 더욱 활기찬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031-79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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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주회 정신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선교와 종말 그

리고 역사에 관하여 견지하고 있던 근본적인 사상은 바로 ‘기도-부흥-선교’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

로 말하면 ‘중보기도-영적각성-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일련의 순차적 패턴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선행되었고, 부흥은 그 결과로서 놀라운 복음의 폭발, 선교적 

폭발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당

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이 다름 아닌 부흥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확증된 사실이었

고, 그들의 시대에 입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잠자는 교회, 무능력한 교회를 깨우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언제나 부흥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선교의 힘

은 부흥과 함께, 혹은 부흥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점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의 지역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학교들에 부흥이 필요하며, 그

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부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은, 세계 선교를 향한 반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

는 모든 영적 부흥은 반드시 선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합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리, 

즉 기도합주회로 나아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기도>와 <부흥>, 그리고 <선교>가 함

께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합주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합주회는 "부흥"과 "선교" 를 위한 연합중보기도의 장입니다. 위디는 선교한국과 연

합하여 의왕 군포 그리고 안양지역교회와 맡겨진 선교사역을 위해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기도합주

회를 갖고 있으며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나가랜드 WSBAK선교센타에서 제2기 지도자훈련학

교를 실시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기도합주회의 목표와 정신, 다양한 형태를 실제 기도합주회를 진행

하며 몸으로 배우고, 다양한 강의와 워크샵을 통해 기도합주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잠자고 있는 나가랜드의 교회와 나가랜드에 들어와 있는 60만의 이주자 및 미전도종족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국을 향한 선교확장이 이 기도합주회지도자학교를 통한 교회와 캠퍼스에서 기도

로서 영적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달 갖는 기도합주

회와 나가랜드에서 갖는 훈련학교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 및 중보를 겸손히 요청해 봅니다.
   
  기도합주회 훈련학교의 목표?
  1. 영적각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합주회에 정확한 개념 이해와 습득
  2. 기도합주회 리더십의 기본 자질 개발
  3.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중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중보자의 삶에 헌신
  4. 지역교회기도회에 기도합주회 정신과 내용을 적용하고 중보 기도회 실천
    
     '참고도서 'Concerts of Prayer: 데이빗 브라이언트' 'Concerts of Prayer: 조나단 에드워즈' 

나가랜드에서 열리는 기도합주회지도자학교와

위디 본부에서갖게 되는 기도합주회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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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티지진 구호금 전달하였다. 

  이 작은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아이티의 도움의 손

  길이 필요한 자에게 미쳐지길 기도한다.

  산소망교회와 함께 미주지부 조남훈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계시는 박동한/이성한 선교사님을 통해 100만원의 작은 

  구호금을 전달

2.설 수련회 가져(2.14일 주일)

  주일을 낀 연휴라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김진출 목사님의 영적1년 스케쥴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

  고 행하는 프로그램 인도와 문창선목사님과 함께 하는 위

  디비젼나눔의 시간, Spiritual Revival 그리고 윷놀이를 통

  해 짧지만 기쁨과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나눴다.

3.MMTS 개강

  (3.4~6.17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 20분까지 총  

  16주간의 시간을 통해 이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받게 된다. 

  국내외에서 이주자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선

  교사님들과 종교권별로 이 분야의 선교사님들이 강사로 

  세워짐으로 국내 이주자사역이 결국은 세계선교사역으로 

  확대되어질 수 밖에 없음에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문의 김여정간사 010-9883-6969)

4.나가랜드 2nd Consert Of Prayer Leaders Training 

  School 가 나가랜드의 디마플에 위치한 쑤미부족의 선교

  센타에서 3월 12부터 13일에 열린다. 이 기도합주회훈련

  학교를 통해 젊은이들의 기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북동

  부 인디아에 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5.유럽의 이슬람세력 확장으로 말미암은 기독교 위기에 맞

  불을 놓기 위해  네델란드지부 설립을 계획하고 가나출신

  의 Baidoo목사님이 지난 12월에 출국하셔서 6월까지 체

위디소식

【아이티지진 구호금 전달】

【설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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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하며 동정을 살피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전세계를 

  이슬람화 하려는 이슬람의 간교한 포교활동에 이주가 이

  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주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선교, 양육하고 제자화하여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의 구원의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6.안양과 의왕, 군포복음화를 위한 기도합주회가 3월은 

  23일, 4월은 20일에 안양 위디선교회 본부에서 갖는다. 기

  도회를 통하여 교회들이 영적각성이 일어나고 경쟁이 아

  닌 연합을 통해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안양시에 체류하고 

  있는 7,100여명의 이주자, 의왕시 1,300여명 , 군포에 체류

  하고 있는 5,100여명의 이주자들을 향하여 지역교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내는 선교 못지 않은, 우리 곁에 보내

  어진 이주자들을 향한 선교방향과 전략이 이루어져 가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움심을 기대해 본다.

7.새해 첫 이사회 모임이 3월 23일 저녁 5시에 있을 예정이

  다. 이사회의 적극적인 사역동참과 후원을 통해  실무 사

  역자들이 힘을 얻고 기도합주회 동참을 통하여 모든 사역

  의 감독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협력하기를 원

  한다.

8.INTERNATIONAL예배 코디에 김진출 목사님 새로 부임.

  서로 다른 문화권의 예배를 인정하고 아무리 수적으로 열

  악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문화를 인정해 주며 그들에 의한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 위디의 고집이기도 하다.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권은 Mercy전도사님이 아프리카권은 가나

  의 Bright목사님이 힌두권은 파키스탄의 Shamim 전도사

  님께서 수고하시며 한국인 스텝들이 각각 그들을 돕는 손

  길로서 섬기게 될 것이다.

9.미션나가와 본부이주자사역의 이창우 간사의 합력 그 동

  안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위디를 섬겨준 김진우 간사의 

  학업 집중을 위해 1년의 휴가를 수락 하고 그 뒤를 섬기게 

  된 이창우 형제. 김진우 간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성실함과 

  기도로 무장한 멋진 형제를 위디의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사무실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올해를 기대하는 스

  텝들의 마음가짐들이 예사롭지 않다^^     

【기도합주회】



1. 위디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사역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도록 모든 사역가운데 성령님

   께서 친히 감독자 되어 주시길

위디선교회 기도제목

3. 3월 12일과 13일 나가랜드 디마플 WSBAK에서 있을 제2회 기도합주회리더훈련학교를 위해 

미션나가 2009대회이후 선교의 바람이 기도의 불씨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에 둔하여진 젊은이들을 깨우고 각 교회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자신의 변

화로부터 열방을 품기 까지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도록

강사('Hetov목사, Phitoli 선교사, Pusuina LBC학장, Tovishe 선교사' )와 섬기는 스텝들을 위해

(아왈로, 샤시, 흐끄푸, 아싸)·

강사, 스텝을 포함한 모든 참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대각성과 주님의 나가

랜드 교계에 허락하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온전한 헌신서약이 드려지도록 

2. 3월4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4기 MMTS를 위해

4기 MMTS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고, 한국교회의 이주자선교헌신자들을 힘있게 세워

갈 수 있는 귀한 선교훈련사역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4기 MMTS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이들이 4기 MMTS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므로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MMTS의 약속의 말씀(사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

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이 4기 MMTS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진행기간 동안 

교육훈련 가운데 15개의 강의와 강의를 인도하시는 15분의 강사님 한 분 한 분의 소속 선교회와

사역경험을 통하여 훈련생들이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로드맵이 되어지도록.

또한 강사님들이 그들의 속한 선교단체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주님의 뜻 을 증

거하고 일하고 계심을 드러냄으로 매 시간들을 통해 이 땅의 이주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

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에게 불일 듯 일어나도록 

사역훈련 가운데 전도와 심방, 영어복음전문 암송을 통해 성령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주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섬김이와 훈련생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생기와 변화와 헌 신과

열매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90% 이상의 수료율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생들이 교육과 사역훈련에 철저히 집중할 수 있도록 

4기 수료생들 가운데 이주자선교동원가의 마인드로 MMTS를 지속적으로 섬길 섬김이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MMTS훈련이 한국내 이주자선교에 더욱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세계선교를 더욱 앞당기며 이 훈

련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 - 김용범 이덕행 정성훈 채정원  안이섭 장홍도 김기환 한선 이오림 김유곤 박영애 

          김정태 박남규 이철민

단체 - 순천향교회(윤민영) 영일교회  참빛교회  샬롬교회(이제순) (주)코나

          군포제일교회(권태진)  예원교회(양연숙) 이레미션(김수일)  산소망교회

1월 2월 후원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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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ee Bible Institute                                        

Welcome to Withee Bible Institute                         

Withee Bible Institute is an unique Christian 

Seminary in its nature, objective and goal. Unlike 

other seminary, is established exclusively for serving 

the migrant workers in Korea who comes from 10/40 

windows nationality. W.B.l is international because of 

its diverse national representation in the student 

body. WBI invites you to call and visit W.B.I. and 

catch a glimpse of the great things that await you.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W.B.I.

WBI’s  Purpose:-

 - To develop Christian living and 

 - To help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 To instill a vital missions' vision

 - To develop skills in applying biblical academic principles 

   to practical situations

 - To send missionaries into 10/40 window

Call  Withee Bible Institute Today:

 - If you have the passion to serve Christ in all areas 

   of life.

 - If you seek spiritual depth and personal growth for 

   more of an effective mission.

 - If you want to earn graduate theological degree.

                                                   Please contact;

                          Rev. Daniel Ryu ☎ 010-9981-7203

                                 Main Office ☎ 031-385-4680

환영합니다.

위디신학교는 본질,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유일한 기독신학교 입니다.

다른 신학교와 달리, 10/40창에 속한 나라에서 온 한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위디신학교는 학생들이 국적이 다양한 관계로 국제적이다.

위디신학교는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여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위대한 일들을 한번 둘러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디신학교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위디신학교의 목적  
- 기독교인의 삶을 발전시키고,                 - 대 위임명령 완수를 돕고,
- 생생한 선교비전을 갖게 하고,
- 성격적, 학문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 훈련된 자를 10/40창의 국가에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다.

오늘 바로 위디신학교에 들리십시오.
 -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 여러분이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영적 깊이와 개인적 성장을 추구한다면,
 - 여러분이 신학학위를 받고 싶다면,

학사일정

1. 기간/ 방법 a. 본 과정은 통신교육으로 진행한다.  
b. 제공된 과정은 이수하는데는 약 3년이 소요된다.
c. 진도는 학생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d. 연중 어느 시점에서나 시작할 수 있다.

2. 과목: 총 34과목

a. 신학:신학개론, 성경학, 삼위일체론, 인간/죄론, 구원론, 교회/종말론, 변증론
b. 성경:신/구약 개론, 모세 5경, 구약역사, 대/소선지서, 지혜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옥중서신, 일반서신, 계시록. 해석학
c. 일반/기타: 선교학, 예배학, 전도, 세계종교,교회사,설교학, 교회교육,기독윤리학,
    기독상담, 교회리더쉽, 야외/현지실습, 사역계획수립.

3. 교재  a. 교재는 위디에서 제공하며, 교재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위디신학교

미국LA, 아마존-조남훈·조현복 부부
가나 - 아크라 Ato Nav Yanky,

         타코라디 ㆍDaniel Eshun                    ㆍAmega Jesper   

                     ㆍTomothy Koomson            ㆍRobert Mold

                     ㆍAlfredo Boachi                 ㆍSimmon Obili Amoah

                     ㆍImmanuel Kojo Koomson

케냐 - Peter Ochieng
나이지리아 - William Egenti
라고스 -  Charles Uba

필리핀  ㆍKlaus Dieter                                   ㆍAna Dacuma

          ㆍChris Nicodemus                             ㆍRodel Ang
  까비떼 - Ray Biagton, Connie Biagton 부부
  팡가싱안 - Marcos, Macdalina Navaro 부부
D국 - Emma Israel(필리핀)
하와이 - Violeta(필)
우간다 - John Milton
탄자니아 - Pastory Mejambe
가봉 - Simon Tshinemu(콩고)
C국 - Tony Aidoo(가나)
아이보리코스트 - Eugene Ai
마다가스카 - Len, Sonya de Beer 부부

영국  ㆍ런던 Samuel Jesse(가나)           ㆍ스탬포드 Samuel Swa(가나)

       ㆍ버밍햄 James Kopi(가나)
벨기에 - Paul Mbaya, Mutamba

나가랜드   ㆍBokali                           ㆍ이병호(한국)

              ㆍZhimomi Xukhupu           ㆍShasi

              ㆍAwalo                           ㆍPhitoly

아루나찰 프라데쉬-Atoshe Awomi(인디아나가랜드)
수단 - Peter Luzo

협력코디사역자
ㆍ어니 살랑가야(필리핀 레이떼)
ㆍ엔젤 차이나(C국)
ㆍ윤태인(B국)
ㆍPena(인디아아쌈)
ㆍ조용완, 한인숙(캐나다 던컨 원주민촌)
ㆍMartin Desire(카메룬, 한국)
ㆍMaxwell(가나 런던)

위디이사
ㆍ이사장 - 윤민영
ㆍ이사 - 김동화 김시환 박기태 송정섭 안영순 유에스더 
           유인선 이오림 이제순 이종미 이철민 홍현덕

위디를 섬기는 이들
ㆍ실무대표 - 문창선                         ㆍWBI - 류수경,Hutton
ㆍ대표간사 - 임정규                         ㆍ예배사역 - 김진출
ㆍ간사 -  김여정, 김진우, 이창우          ㆍ선교사 - 임진숙
ㆍ외국인 사역자 - Badoo, Mercy,  DJ

정기기도모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쉽터

외국인 영어 예배 - 주일 오후 5시 본당

MMTS 훈련 - 매년 상반기 3월~6월 매주 목요일

외국인 전도 - 매주 토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385-6 TEL. 031-385-4680, Fax. 031-384-4688
 www. withee.or.kr    www.withee.org

해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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