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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월� 8일�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며� BEE�

가족이� All� &� One으로� 모여� BEE� Korea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回想],�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BEE� Korea를� 통해� 하실� 일을� 상상

하며[想像]�함께하는�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 � 주�안에�우린�하나�모습은�달라도�예수님�한분만�

바라네�사랑과�선행으로�서로�격려♬~

✦BEE Korea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아시아,�
중동,�아프리카를�넘어�중남미까지�하나님의�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BEE� Korea가� 온전히� 쓰임�
받게�하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부터� 회복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돌리게�하소서...

✦설교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14:12)

지금�우리의�삶이�어디를�향하고�있는지,�어디로�

가고�있는지�멈추어�서서�제대로�살고�있는지�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열아홉번째 이야기
� [� �2021� BEE� Korea� All &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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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갈렙처럼� BEE� 사역은�공산권�국가를�하나님이�

주신� 산지로� 인정하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해야� 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품이나� 새로운�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역에의� 헌신� 등� 새로운� 산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정복할� 산지는� 알� 때� 순종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지는�

평탄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이� 되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성공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산지를�

알고� 또는� 잃어버린� 산지를� 찾고� 하나님께� 요청하

십시오.� ‘이�산지를�내게�주소서.’

✦ 특순 Luce Choir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 어떤�사람들의�습관처럼�우리는�모이기를�그만

하지�말고�서로�격려하여�그날이�가까워�오는�것을�

볼�수록�더욱�힘써�모입시다.(히10:25)

...�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은혜였습니다.

✦ BEE Korea 미래전략 
[지난� 10년을�회상하며]�

-지난� 10년간의�주요� 7가지

1. 영혼�구원을�위한�순수한�복음의�성경적�근거

2.� 공동체성

1992년� 모임� 시작� 이후�

기도� 테이블� 중심으로� 기

도,� 교제,� 루체의� 졸업식�

공연�참여

3.� BEE� Center� �

2014년� BEE�센터가�행정

센터,� 세미나,� 선교사� 숙

소로�활용�

4.� 구체적인�현지화�전략�

현지화되어� 독립,� 정부에�

등록하여�합법화

5.� 세계적인�네트워크�및�사역�허브

� BEE�사역의�허브�역할

6.� WLICC와�라구

네팔� 1회� 졸업,� 중국과�

케냐,� 우간다�운영�

라구-청소년에게� 복음과�

신앙�심화

7.� 선교사�규정

선교사� 허입� 절차,� 훈련,�

복지,� 평가�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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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년�상상� ]�
1. 사람�

이사회� 은퇴� 및� 준비,� 본부� 리더십� 이양� 준비,�
선교사�은퇴�
2.� 사역�

현지화� 목표,� 한국,� 인도,�

카타르� 현지화,� 사역지:�

아프리카,� 중남미�집중

클라우드�컴퓨팅.�인터넷�기반으로� data� 공유

�학습서� 공유,� 학습서� 없이� 세미나� 가능,� 테이블�
기도지와� 선교지,� 선교사� 정보� 공유,� 전지역� 세미나�

정보

“그날에�여호와께서�말씀하신�이�산지를�
지금�내게�주소서”

�헌신하는�사람이�있어야�하며�많은�사람이�선교사로�
헌신해야�이룰�수�있습니다.
� 과거� 10년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10년을� 상상합
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영원으로�
이어지고,�회상을�하게�되는�한해가� 2021년이�있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산지를�
찾고� 그� 산지를� 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서�
떠났다�라는�고백이�있기를�기도합니다.

✦ 특별순서 – BEE 생일 축하합니다. ♬~

✦ 축도 

지난� 28년� BEE� 사역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10년을� 회상하고� 10년을�

상상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풍성하게�채워주실�것을�믿습니다.

✦환영 + 축복

목사�안수� :� 김말순�목사�이영애�목사

�테이블�리더�섬김�축복

� � � � � � � � � 이사님들의�식사�나눔�및�선물�

탄자니아�신동준�홍지연� �가나�김용달�선교사님
� � � � � 선교사�가정� � � � � � � � � � 코트디부아르�졸업�
� � -요한�군입대�준비� � � � � � � � � � 3주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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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 오는 수요일’은 무더운 여름 동안 잠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9월 1일(수) 다시 선교지 소식과 

BEE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정리:�김옥숙� � 편집:�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