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이미지: 파나마 침례교 
총재인 오마르 페날로사 (가운데)
가 IMB 선교사인 션 라더백 (
오른쪽)과 케니 모리스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페날로사는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동안 
어땠는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의 
교회는 캠프를 주관했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모임에 대한 제한이 일부 해제 
되어, 페날로사와 교회 성도들은 
지붕은 있지만 개방된 건물에서만 
모일 수 있습니다.

보조 이미지: IMB 선교사인 팀 
라더백 (가운데)과 동역자인 
다니엘 테하다 (왼쪽, 주황색 셔츠)
가 파나마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기도 주간 

1일차

팀과 티나 라더백 부부 그리고 션과 셀리 
블랙스텐 부부는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교회를 연합하고 선교에 동원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 라더백과 
블랙스텐은 IMB 선교사로서 파나마에서 섬기고 
있는데, 라더백 부부는 파나마에서 아메리카 
커넥트 (Americas Connect)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커넥트 (Americas Connect)는 IMB와 
함께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사역에 관심이 있는 
남침례 교회들에게 진입 단계 사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메리카 커넥트 (Americas Connect)
는 파나마에서 시작했고, 나중에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브라질로 확장했습니다.교회 

성도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5주에서 6주 동안 
온라인 교육에 참여합니다.

티나는 파나마에 오는 팀들을 위한 훈련을 
모듈식으로 진행하며 기본적인 선교와 국가별 
훈련을 다룹니다.팀이 도착하면 선교 및 특정 
사역에 관련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션은 처음으로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특히 교회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은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교회와  
선교  
사역의 연결 



메인 이미지: IMB 소속 파나마 선교사인 셀리 
블랙스텐이 라 유니온 페메닐 바우티스타 
미셔네라 헬렌 스투아트 (LA UNIÓN FEMENIL 
BAUTISTA MISIONERA HELEN STUART)의 
대표인 이실다 데 헨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제목: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는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제목: 아메리카 커넥트 (Americas 
Connect)에 참여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제목: 주님께서 더 많은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션은 말합니다.

자원봉사자 그룹이 미전도 종족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원주민 
팀과 함께 왔습니다. 생태 정글 관광사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교회는 땅 밟기 기도, 복음 나누기, 
영어 회화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더백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선교 현장에서 배웠던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섬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라고 팀이 말합니다.

일부 교회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접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더백은 아메리카 커넥트 (Americas Connect)에 참여한 
교회가 미전도 종족 그룹을 입양하도록 도전합니다.

텍사스 웨더포드에 있는 엠마누엘 침례교회 (Emmanuel 
Baptist Church)는 종족을 입양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2019년에 파나마로 가는 아메리카 커넥트 (Americas 
Connect)에 참여했습니다.

엠마누엘 (Emmanuel) 교회의 행정 및 선교 담당 목사인 마이클 
비젤 (Michael Bizzell)은 보다 큰 차원에서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 볼리비아 침례교와 동역 
관계를 공식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커넥트 (Americas Connect) 여행 후에 주님은 
교회에서 한 부부를 IMB 선교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