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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네 차례 키를 크게 돌렸습니다. 후쿠시마현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할 곳도 없으며 교회 네 곳은 아직도 출입 금지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현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손 꼽아 교회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 1 교회는 도쿄도 아니고 다른 현도 아닌 교회이름 

그대로 후쿠시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저 그리운 우리들의 고향으로부터 한 걸음 앞까지 말을 옮겨 놓고  

그 곳에서 잃어버린 고향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후쿠시마에 남아있던 성도들과 합류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를 40 년간이나 방황한 끝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긴 여정의 일막이 내렸습니다.  

우리들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내 집과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땅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발이 묶여 때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고향을 앞에 둔 그 곳 어딘가에서 거처를 찾을 수 있을 지,  

예배드릴 곳은 있을 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들은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현지 부동산은 상당히 혼란한 상황으로 아파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걱정스러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미 키를 돌리기로 결단한 이상 전력을 다하여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후쿠시마현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아파트를 확보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만 합니다.  

당분간은 밤 낮으로 부동산을 돌며 집 찾기에 몰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쿄와 후쿠시마를 빈번히 왕복해야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이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쁜 일정중에 움직여야 하기에 그다지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찾기라는 새로운 일을 주셔서  도전의 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민수기 9 장 17∼22 절 

８月２７日 삿포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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