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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사역보고

본국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인 아루샤로 귀임한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아루샤 Kikwe 

마을은 인구가 1600명 정도 되는 아루샤 외곽의 작은 마을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김현석선교사 가정과 팀 사역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고, 희망농장을 시작으로 마을 주민들과 관계를 쌓아가며 지금은 선교사 4가정과 2명의 

KCOC단원, 그리고 15명의 현지스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현지 자립을 위한 희망농장, 자동차정비 기술학교, 태권도 교육, MK 선교사자녀학교, 결연아동을 위한  

After School 사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 2년째를 맞이하는 희망농장은 옥수수, 해바라기, 녹두를 성공적으로 수확하여 함께 참여했던 1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고, 김현석 선교사가 진행하는 자동차 기술학교는 2명의 스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박상현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태권도 교육은 현재 아루샤 할렐루야 태권도단을 중심으로 시범단과 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 체육관을 건축 중이며, 완공 후에는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태권도 

승단심사와 지도자 교육을 협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표 코치와 태권도협회 고문의 자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현지 리더쉽과 부정이 없는 건강한 태권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맡을 겨루기 코치를 영입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국기원 파견 

사범의 추천권이 박상현 선교사에게 있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는 건강한 크리스천 

코치가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IM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케냐 RVA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12년간 사역하고 팀에 합류하신 박재덕, 이순안 선교사님은 

2018년 2월부터 시작하는 ESL 코스를 시작으로 8월 개교를 앞둔 AMIS 선교사 자녀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과 교사숙소 건축이 진행 중이며, 2018년 1월에는 캐나다와 한국에서 2명의 교사가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탄자니아를 비롯하여 동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학교로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 AMIS 학교의 팜플렛을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합니다. 

9월 22일~24일까지, 르완다 대사배 태권도 대회 초청받아 

다녀왔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자 장비를 

사용하며 4회째 대회를 치르고 있는 르완다는 탄자니아에 

비하면 면적으로나, 인구수로 보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이지만 그 발전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를 통해 시작된 태권도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처음 열릴 태권도대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르완다 태권도협회장, 르완다 주재 한국대사님과 ▶



제가 속한 GMP개척선교회는 2년 이상 근무한 간사님들에게 필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간사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먼저 요청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예상하고, 필드 선교사님들과 상의한 후에 본부에 먼저 초청서신을 

보냈는데, 바램이 이루어졌습니다.

늘 필드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궂은일 다 하시며 섬기시는 3분의 간사님들이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잔지바르와 아루샤 

지역에 방문하여 탄자니아 GMP선교사님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섬길 수 있어 감사했고, 간사님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할렐루야 태권도단의 사진과 희망농장의 사진을 

제 8회 개발원조의 날 코이카 홍보전에 출품했는데, 금상과 

입선을 수상하였습니다. 촬영자인 GMP 홍경만 선교사님이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하였고, 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아 그대로 선교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2주간 Closing 기간을 

정하고 모든 스텝과 선교사가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 방문하여 한인교회에서 선교보고의 

시간을 갖고, AMIS 학교를 위한 재정모금과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 금상 : More Than Gold   ▼ 입선 : 희망농장



제1회 탄자니아 대사 배 태권도 대회

2010년 탄자니아에 입국 했을 때만해도 태권도는 코이카 단원을 통해 경찰과 군부대에서만 훈련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1기 사역 때 할렐루야태권도단이 창단되고 지역별로 승단심사를 실시하면서 태권도가 큰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보급되었는데, 마침 대사님의 제안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 1회 대사 배 태권도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라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했는데, 한인사범님들과 대사관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습니다. 총 17개의 클럽이 참여하고 13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품새, 겨루기, 뛰어 높이차기로 경연을 

벌였습니다. 또한, 대회를 위해 한국에서 국가대표 시범단 후배들이 참여해주어 할렐루야태권도단과 함께 멋진 

연합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탄자니아 태권도협회장과 체육부 장관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태권도 최초의 로컬 대회를 시작했다는 것과, 그동안 활동이 없었던 태권도협회를 수면위로 끌어낸 것, 

마지막으로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고,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 삶이 말한다 " 출간

2003년부터 쓰기 시작한 글이 14년 만에 정리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에서,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나 싶은 

분들에게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 주변에 예수를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들이 

거부감 일으키지 않을 책을 찾는 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m.mall.godpeople.com/?G=9791157529896

앞으로의 일정

JANUARY 1월

남서울 은혜교회 아웃리치팀

성심교회 아웃리치팀

커피프레이즈, 기아대책 커피사업팀

FEBRUARY 2월

페이스튼 국제학교 아웃리치팀

유럽 코스타 (독일)

MARCH 3월

태국 팀 방문

GMP 탄자니아 리트릿 (미정)

APRIL 4월

15-24
24-30

프랑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MAY 5월

1-5
5-7
8-19
20-30
30-6.1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

독일 레겐스부르크, 뉘른베르크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2.

3.

4.

5. 

CTSI 팀이 좋은 부대가 되고, 팀 사역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1월에 합류하는 두분의 교사와 2월에 합류할 KCOC 단원이 잘 준비하고, 순적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건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현지 스텝들이 건강하도록

체육관, MK스쿨, 메인오피스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팀에 합류하는 새로운 가정의 현지적응과 안정을 위해



 현지은행 송금안내

AMIS 학교 후원 계좌 안내  한국계좌

KEB 하나은행 079-22-00393-3 (사)세선회

AMIS 는 탄자니아 지역 이름인 

Arusha, Meru 를 조합한 단어와 

International School 이라는 첫 글자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불어로 Les amis, 
"내 친구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MIS 선교사 자녀 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 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 정서를 바탕으로 타 국제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국사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더욱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제한적인 교육상황을 커버하는 교육기관으로 타 

문화권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미가 6:8

건축 후원

모래 한 트럭 - $ 200 

자갈 한 트럭 - $ 400

철근 100가닥 - $ 1,000

벽돌 11,000장 - $ 2,000  

시멘트 한 트럭 (650포) - $ 4,000

목재 한 트럭 - $ 12,000 

총 비용 예상 8 만불

학교운영 후원

도서관 물품 (책장, 테이블, 의자) 제작 - $ 50, $ 100, $ 200, $ 300 

어린이 잡지, 도서, 문제집, 교과서 지원 - $ 10, $ 50, $ 100, $ 200

+ A M I S + + SUPPORT GUIDE + 
후   원   안   내

[           ]

[         ]

TEL  +255 - 62 - 404 - 9099  E-MAIL  amistanzania@gmail.com
KAKAOTALK  js920929  ADDRESS  P.O. BOX 186 Usa River, Arusha, Tanzania

탄  자  니  아

NAME  CROSS TALENT SHARA INTERNATIONAL 

AC  0260000330     SWIFT  EXTNTZTZ

ADDRESS  EXiM BANK (T) ITDP.O.BOX1431
9, SAMORA AVENUE DAR ES SALAAM, TANZANIA

처음 송금 후 김택수 총무에게  010-9092-2451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송금 

하실 때 보내시는 분 성함 뒤에 "학교" 를 같이 써 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가능합니다.



+ EDUCATION COURSE + 
교   육   과   정

+ TEACHER MISSIONARY + 
교   사   선   교   사

+ SCHOOL / STUDENT + 
학   사   /   학   생

AMIS 교육과정

재외국민 교육지원 관련에 따라 재외 한국 학교/ 국제학교의 특수성 및 학교 

실정, 학생실태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영어/한국어 

수업으로 교육 과정을 자체 개발하여 지도합니다.

영어가 약하거니, 처음 사역지에 오시는 선교사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ESL 

과정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해 주는 한국어 수업과 영어권 

학교 편입이 가능한 영어 수업 모두 병행합니다.

모든 수업은 지식 전달이 아닌 배워가는 즐거움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함으로 지도합니다. AMIS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합니다.

학사일정

2017, 1-12 월   개별학습지도

2018, 1-2 월     교사 오리엔테이션, 교과과정 개발, 개별학습지도

2018, 3-7 월     ESL 수업, 개별 교과수업

2018, 8 월 (새학기 시작) - 2019, 7 월  제1회 종업식 (3학기 제도)

2018 - 2019 학년도 학생 모집 안내

유치원  5명 이내    초등학교  15명 이내

교사 모집 안내

AMIS 선교사자녀 학교에 장/단기로 오실 수 있는 자비량 선교사들을 찾습니다.

사역분야 
담임교사, 과목교사, 행정교사, 기술교사, 기숙사부모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써 어린이를 사랑하고, 여러 재능으로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처로 문의 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한 시기와 

필요한 준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히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담임 교사 선교사 두 분에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생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교사현황
담임교사: 2명,   과목 교사: 5명,   행정교사: 1명,   직원: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