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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Mission World

전경수 목사의 선교 철학
전경수 목사는 2004년 아프리카 복음 교역자에게 자전거
를 제공함으로 현지 선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세계자전거
지원선교회(Bicycle Mission World)를 설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는 지역으로 성령의 지도
함을 따라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철

회장 전경수

학을 좇아 세계자전거지원선교회 즉, B.M.W.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지역 곧 아프리카를 중
심으로 현지인들을 도와 복음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B.M.W.의 첫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최근 재림교회가 가장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재림교인의 절반에
가까운 약 970만명의 재림교인이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

자전거 지원으로 시작된 B.M.W.는
이제 5개의 선교 영역으로 확장되어
정부와 지회, 연합회, 합회들과
함께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으며 2019-2021년, COVID-19이라는 최악의 Pandemic

성령으로 복음을 땅끝까지라는 비전 아래
B.M.W.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B.M.W.는 이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아프리카에

상황에서도 약 20만명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일 정도로 현재
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활짝 여셨으며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OVERVIEW
2004년을 시작으로 18년의 역사를 이어온 B.M.W.는 현지 복음

Bicycle Mission World 소개

교역자들에게 자전거를 제공하는 자전거 지원선교로 시작하였으
나 이제는 자전거선교를 포함하여 의료선교, 교육선교, 복음선교,
지역선교의 5개 선교사업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한국과
케냐, 에티오피아 2개지부를 포함 총 4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
며 26개국의 선교를 지원하는 가장 활동적인 선교단체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5개 선교 영역

자전거선교

의료선교

자전거, 오토바이

무료진료, 의료장비
제공, 병원, 클리닉

자전거
이동 수단이 없는 복
음 교역자들에게 자전
거 지원

무료진료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오토바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복음 교역자들에게 지
역 및 상황을 고려하
여 오토바이 지원

의료장비 제공
X-Ray, 위내시경 기
계 등 현재 SDA 병원
에 의료 장비 제공
병원
건강 복음 전파 및 의
료 선교사 양성을 위
한 병원 건축
클리닉
지역 사회를 위한 클리
닉 건축
의약품, 안경 지원
각종 의약품 및 안경
지원

복음선교

교육선교

전도회, 서적,
교회건축, 선교사
훈련, 선교사 사택,
선교사 지원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대학, 장학금

전도회
단기 선교사 파송하여
전도회 개최 및 지원
서적
성경, 찬미, 예언의 신
등 책자 지원
교회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건축 및 건축 지원
선교사 훈련
기드온 300명 선교사
선교사 사택
장/단기 선교사 사택
선교사 지원
기드온 300명 파송 선
교사 지원

지역선교
우물, 과부/고아,
구호, 교도소, 공장,
농장/목장

학교건축
각 국가 및 지역에 삼
육 교육의 필요성에 따
른 학교 건축

우물
물이 부족한 지역에 우
물 시공을 통한 식수
제공

장학금
인재 양성 및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별하여 장
학금을 지원

과부/고아
아프리카 특성상 많은
과부 및 고아들에게 기
초 생활 지원 및 집 건
축

악기
학생들에게 악기 제공

구호
재난 발생시 구호 활동

학용품
학생들에게 학용품 제
공

교도소
재소자 지원
공장
생업 기술 전수
농장/목장
농업, 축산업 기술 전수
농장/목장
농업, 축산업 기술 전수

B.M.W. History
2004

B.M.W.가 걸어온 길

자전거 지원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8개국
에 자전거 419대를 지원함으
로 B.M.W. 사역이 시작되었다.

2005
B.M.W.의 시작
Bicycle Mission World Inc. 라
는 이름으로 조지아 주정부에
서 NGO 단체 허가 받았으며
제 1차 B.M.W. 총회를 개최하
여 전경수 목사를 회장으로 선
출하였다.

2006-2007
선교영역 확장
선교의 영역을 자전거 선교에
서 의료 및 지역 선교로 확장하
였고 2007년에는 미국 연방 정
부로부터 NGO 자격을 허가 받
아 미연방 NGO로 활동을 시작
하였다.

2008
교육선교의 시작
콩고에 Bethel Technical High
School을 기공함으로 본격적
인 교육선교를 시작하였다. 이
로서 B.M.W.의 5개 선교 영역
인 자전거선교, 의료선교, 복음
선교, 지역선교, 교육선교가 확
립되었다.

2009-2010
세계선교
르완다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11개국에 복
음을 전함으로 B.M.W. 선교지
의 폭발적 확장을 경험하였다.

B.M.W. History
2011

B.M.W.가 걸어온 길

케냐 B.M.W. 지부
케냐에 B.M.W. 1호 지부를 설
립함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교두
보를 마련하였다.

2012-2013
한국 B.M.W. 지부
제 1차 한국 지부 총회를 열어
한국지부 임원진을 선출하였으
며 2013 B.M.W. 한국 지부 사
단 법인을 한국 정부로부터 허
가 받았다. 또한 B.M.W.의 주
력 사업으로 기드온 300명 선교
사 훈련을 계획하고 케냐 카자
도 지역에서 제 1회 기드온 300
명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였다.

2014-2015
교육선교 확장
케냐 킵고르 Chang Lee
Technical High School을 비롯
해 6개 학교를 기공 및 개교하
며 교육선교에 B.M.W.의 역량
을 집중한 시기였다.

2016
에티오피아 B.M.W. 지부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B.M.W. 에티오피아 지부를 허
가 받았다. 또한 케냐 AthiRiver 교도소 선교를 시작하여
케냐 정부로부터 케냐 전 지역
의 교도소 출입을 허가 받았다.

2017-2020
집중 선교와 COVID
B.M.W.의 26개 선교 지역 중
케냐와 에티오피아에 선교 역량
을 집중하여 각 연합회 및 합회
와 긴밀한 협조 속에 선교 활동
을 확장시켰다. 특별히 2019년
에 발생한 COVID-19으로 인
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
기 위한 지역선교에 힘을 쏟음
으로 각 지역에 B.M.W.가 큰
두각을 나타내었다.

Performance
Bicycle Mission
자전거

자전거: 4,746대 / 오토바이: 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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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B.M.W.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4개의 지부와
함께 26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B.M.W. Branches

B.M.W. Headquarter

B.M.W. Branches
B.M.W. Entered Countries

한국 1개지부, 케냐 1개지부, 에티오피
아 2개 지부, 총 4개의 지부가 미국 본
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B.M.W. 본부는 전세계 석학들이 모이
는 앤드류스 대학이 위치한 미국 미시
건주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 4개의 지부와 협력하여 각 나라
의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M.W. Korea Branch
Cuba
Jamaica
Haiti
Guatemala

Nepal
Dominicana
Guine-Bissau
B.M.W. West Ethiopia Branch
Colombia
Ghana

Peru
Rwanda

Uganda

India

Myanmar

Cambodia
B.M.W. East Ethiopia Branch

Viet Nam

B.M.W. Kenya Branch
Burundi
Tanzania

Philippines

Papua New Guinea

Madagaskara

Congo
Malawi
Zimbabwe

26 Entered Countries
North America: United States, Cuba, Dominica, Haiti, Jamaica,
Guatemala
South America: Peru, Colombia
Africa: Ghana, Rwanda, Congo, Kenya, Ethiopia, Burundi, Tanzania,
Madagascar, Malawi, Zimbabwe
Asia: Nepal, India, Myanmar, Cambodia, Viet Nam, Philippines,
Bangladesh
Oceania: Papua New Guinea

Current Projects
B.M.W.는 2020년 기준, 2개
국에 5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복음선교(GM)

건축

01 Arba Minch Church
프로젝트 지역

03 Bilbo Church
Ethiopia
2015년 시화교회의 지원으로 기공
하여 현재까지 건축이 지속되고 있
는 교회입니다. 카얌 선교팀, 한국
삼육 동문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06 Missionary Training
Ethiopia
2019년 Combolcha 지역에 무슬
림 선교사 훈련 센터를 기공하여 건
축중이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라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Ethiopia
2016년 기공하여 2021년 기준 지
붕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완공
까지 수만불의 재정이 더 소요될 예
정입니다. 약 200명의 대학생들이
출석중인 교회이며 완공시 600명
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04 Badessa Church
Ethiopia
2017년 기공하여 교인들의 헌신
과 B.M.W.와 협력하여 기둥 및 마
닥 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완공
을 위해 $70,000 후원이 필요합니
다.

07 Hamid Church
Ethiopia
2020년에 시작된 무슬림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B.M.W. 기드
온 300명 선교사가 목양하고 있으
며 현재 약 70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B.M.W.의 후원으로 지
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계속 진행
중입니다.

02 Danema Church
Ethiopia
2019년 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를
구입하였고 현재 교회 건축 자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B.M.W.
기드온 300명 선교사가 목회 중이
며 현재 63명의 교인들이 출석중입
니다.

05 Gambella Guest House
Ethiopia
Guest House는 장/단기 선교사들
을 위한 사택입니다. 2019년 기공
하였으나 재정 부족으로 중단하였
다가 추가 지원으로 건축을 재개하
여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08 Refugee Church
Ethiopia
Gambella 지역에 위치한 난민촌
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2020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진행중
에 있습니다.

09 Hagaza Church
Ethiopia
2020년 기공하여 현재까지 건축중
인 교회입니다. B.M.W. 기드온
300명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
회이며 두 형제가 부지를 기증하여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가 지원
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12 Tora Ofore Church
Ethiopia
2019년 B.M.W.의 지원으로 건축
된 이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어
린이 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2020
년 어린이관 신축을 시작하여 건축
중입니다.

15 Gumgumta Church
Ethiopia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2019년
일부의 자금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기공하였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건
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
하시길 기도합니다.

18 Banna Church
Ethiopia
Banna 교회는 2019년 $10,000
을 지원하여 기공한 교회입니다. 재
정 부족으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
으나 현재 다시 재개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10 Gassa Church
Ethiopia
이곳은 3개의 부족이 함께 살고 있
으며 Gassa 교회는 다른 부족을 위
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드러
내는 교회입니다. 2020년 기공하
여 건축중이며 추가 지원이 필요합
니다.

13 Bitena Church
Ethiopia
2019년 교회 건축의 필요를 확인
하고 부지를 구입하였고 2020년
일부의 자금으로 기공하여 건축중
이나 차후 약 $65,000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16 Abore Church
Ethiopia
교회의 성장으로 교회가 작아져 새
로운 교회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
다. 교회의 한 노인이 부지를 기증
하였고 교인들의 힘으로 건축을 시
작하였으나 자금의 부족하여 도움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9 Shone Church
Ethiopia
Shone 교회는 교인들이 직접 벽돌
을 만들어 2019년 기공한 교회입
니다. 현재 $10,000을 지원하여
교회 지붕과 내부 공사가 진행중입
니다.

11 Wadu Church
Ethiopia
Woloita Sodo University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Wadu 교회는 대학
생 선교에 활발한 교회입니다. 오래
된 교회를 신축함으로 전략적 대학
선교를 꿈꾸며 2019년에 기공하
여 건축중입니다.

14 Adilo Church
Ethiopia
흙으로된 교회 건물 외벽과 바닥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 2019년 시
멘트 100포대를 지원하여 리모델
딩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수중인
교회입니다.

17 Capisa Church
Ethiopia
교회 건축을 위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2019년 한국 단기선교사
의 후원으로 응답되어 기공 및 건
축 중인 교회로서 완공을 위한 추
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20 Kundre Ofore Church
Ethiopia
Kundre Ofroe 교회는 2020년 한
국 BMW가 지원하여 리모델링 중
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노후되
어 시작한 리모델링을 통해 모든 교
인들이 하나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
다.

21 Refugee Church
Kenya
아프리카 최대 난민촌인 Kakuma
Refugee에 2019년 교회를 기공하
였고 2020년 추가 지원을 통해 바
닥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약
500여명이 출석중이며 2021년 완
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4 Ereko Church
Kenya
2017년 교회가 노후되어 비가 새
는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위
해 B.M.W.가 지붕을 지원하여 수
리하였습니다. 현재 교회 외벽이 없
어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
니다.

27 Kajiado Prison Church
Kenya
World Prison 교회는 Kitengela
교도소에서 부지를 기증해 기공된
교회입니다. 두명의 후원자가
$100,000 지원하였고 완공을 위
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30 Nakuyiana
Kenya
Nakuyiana 교회는 2015년 기공하
여 2019년 추가 지원을 통해 입주
예배까지 마친 교회입니다. 이제
완공을 준비중이며 2021년 헌당식
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22 Osinoni Church
Kenya
2017년 류지선 학교내 교회 건축
을 결정하고 기공하였으나 재정 부
족으로 인해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
니다.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여전
히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중입니다.

25 Naronyo Church
Kenya
Naronyo 교회는 노후화로 비가 오
는 날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교
회였습니다. 2018년 앤드류스 한
인교회 여성선교회의 지원을 통해
지붕을 수리하였고 노후화된 건물
수리를 위해 $12,000이 더 필요합
니다.

28 Kararoo Church
Kenya
Kararoo 교회는 2014년 지붕 공
사를 BMW가 지원하였고 교회의
노후화로 2016년 신축 기공하여
2021년 헌당을 목표로 건축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31 Konyao Church
Kenya
Konyao 교회는 2010년 기공하였
으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는 교회
입니다. 2021년 헌당을 목표로 건
축중에 있습니다.

23 Lodwar Church
Kenya
B.M.W.의 부지 지원으로 교회 건
축이 시작되었고 현재 약 700백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중입니다.
2020년 B.M.W.는 시멘트 100포
대를 지원하여 바닥 공사를 진행하
였고 마지막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
다.

26 Kabarnet Church
Kenya
Kabarnet 교회는 2009년 기공하
였으나 재정부족으로 건축이 중단
되었던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지속
적인 기도로 2020년 BMW의 지원
으로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29 Whitestone Church
Kenya
Whitestone 교회는 2010년 기공
하여 2020년 완공된 교회입니다.
마사이 부족을 위한 교회이며
2021년 헌당을 준비중에 있습니
다.

32 Kapenguria Church
Kenya
Kepenguria 교회는 2018년
BMW가 $10,000을 지원하여 지
붕 공사를 도왔습니다. 교회의 노후
화로 추가 지원을 통해 벽과 창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33 Lomut Church
Kenya
Lomut Samuel Kim 교회는 2006
년 기공하였으며 2019년 리모델링
을 지원한 교회입니다. 현재까지 진
행중이며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선교(EM)

프로젝트 지역

건축

01 Grace Chun High School
Ethiopia
2017년 기공하여 2018년 1차 완
공후 개교한 학교입니다. 이후 지속
적인 학생의 증가로 인해 교실, 실
험실, 운동장 등을 계속하여 증축중
인 학교입니다. 현재 약 1,200명
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03 Joshua Lee Elementary
Ethiopia
2015년 기공하여 2018년 완공하
여 150명의 입학생으로 개교한 학
교입니다.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19년 교실 증축을 하였으나 현
재 480여명의 재학생이 있어서 교
실 4칸을 증축해야 합니다.

04 Mathew Nam Academy
Ethiopia
2016년 기공하여 2018년 완공
및 개교한 학교입니다. 같은해 교실
을 증축하였고, 2021년 현재 480
여명의 재학생이 있고 또 다시 교실
5칸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02 Bombe Elementary
Ethiopia
2017년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여
기공, 2018년 완공하여 개교하였
습니다. 이후 학생의 증가로 인해
2019년에는 교실을 증축하였고
2021년 현재 3동의 건물이 증축중
입니다. 약 250명의 학생이 재학중
입니다.

05 Tarcha KJ & Elementary
Ethiopia
Tarcha 지역은 3부족이 함께 거주
하는 지역으로 Tarcha 학교는 이 3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3
칸의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 준비중
이며 300여명의 재학생이 있습니
다.

07 Daniel High School

06 Segero Fort Worth Elementary
Kenya
2016년 B.M.W.의 단기선교사들
의 방문으로 시작된 이 학교는
2017년에 추가 지원으로 건축을
지속하였으나 거의 완공 단계에 있
습니다.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
고 있는 학교 입니다.

Kenya
2010년 부지를 기증받아 2011년
기공, 2012년 완공하여 개교한 학
교입니다. 현재 35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며 2021년 학교 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종합 건축물
을 건축중입니다.

09 Katherine Im

10 Samuel Kim High School

Kenya
2015년에 지역사회로부터 50에이
커의 부지를 기증 제안 받고 2017
년 기공하여 2018년에 완공 및 개
교하였습니다. 현재 250여명의 학
생들이 재학중이며 2019년 교실
증축을 기공하여 현재까지 건축중
입니다.

Kenya
2012년도에 기공하여 교실, 기숙
사, 실험실 및 선교 센터까지 완공
하여 약 25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
에서 재학중입니다. 학교의 성장으
로 2021년 현재 실험실과 교실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12 Dorcas Elementary

13 Min Jung Kim Elementary

Kenya
2014년 기공하여 현재 6칸의 교실
에 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입
니다. 학교에 물이 없이 우물 공사
를 진행중에 있으며 차후 교실 증축
이 필요합니다.

교육선교(EM)

프로젝트 지역

Ethiopia
소도 시청에서 지원받은 3헥타르
넓이의 부지 위에 유치원과 초등학
교를 건축하여 2021년 3월 개교하
여 380여명이 공부중입니다. 6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
에 고등학교의 증축을 준비중에 있
습니다.

08 Chang Lee High School
Kenya
2010년 지역사회로부터 부지를 기
증받아 2011년 기공하여 2013년
개교한 학교입니다. 이후 실습실,
여기숙사 등을 증축하여 오던 중 재
정의 문제와 지역사회와의 문제로
학교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11 Bora Lee High School
Kenya
2010년 지역사회로부터 기증받은
600에이커의 부지에 2012년 기공
하여 2014년 개교하였습니다. 현
재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
이며 실습실과 우물을 건축중에 있
습니다.

14 David Lee High School
Kenya
2012년 기공, 2014년 개교하여
현재 5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
입니다. 2021년 남기숙사와 우물
공사를 완공하였고 교실과 기숙사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

01 정일 장학회
Kenya
2018년 염소 목장을 시작하여 이
목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장
학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장학생들을 배출하였으며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02 장학 사업
Africa / Asia
B.M.W.는 초창기부터 인재 양성
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
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선교(LM)

건축/구호

프로젝트 지역

01 Bridge Construction
Ethiopia
B.M.W.는 2020년 Tora Ofore 교
회와 마을을 잇는 다리건축을 시작
하여 2021년 완공하였습니다. 모
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03 Prison Clinic
Kenya
Ketengela 교도소 내 클리닉을 건
축중이며 202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가 어려운 현지에서 이 클리닉은 지
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04 Tarakwa Myung Ae Clinic
Kenya
Tarakwa 지역은 도심지에서 떨어
진 농촌 지역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에 5에이커의 부지 위에 건축을 시
작하여 2022년 개원을 앞두고 있
습니다.

02 Well Project
Kenya/Ethiopia
깨끗한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케냐 Konyao 지역에서 우물
공사 중이며 2022년에는 에티오피
아 두 지역에 우물을 시공해 줄 계
획입니다.

05 Abonsa Clinic
Ethiopia
Abonsa Grace Chun 학교 안에
건축된 클리닉으로서 이미 완공되
어 2022년 준공 및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Future Projects
B.M.W.는 2020년 기준, 3개
국에 9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복음선교(GM)

1

Ethiopia

Harjo Church

Harjo 교회는 약 60여명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Harjo 교인들은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기
도를 시작하였고 곧 B.M.W.와 연결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
다. 약 $20,000의 예산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Desan 대학은 00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 대학입니다. 대학
재림 청년들을 위한 교회의 건축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집중
적인 대학 선교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와 건물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예산은 약 $150,000입니다. 속히 자금이 모아져 대학 선교가 활
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Ethiopia

Manapol Church

Ethiopia

Desan Church

2

Manapol 교회는 이 도시의 유일한 재림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담배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에도 일해야 하는 담배회사에 근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은 20평
정도의 아주 작은 교회를 건축하였으나 최근 교회가 무너져
새로운 교회를 신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Jinka 지역은 에티오피아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십 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이 지역에 재림교회가 없었으나 B.M.W.의
후원으로 2019년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Ethiopia

Jinka Church

4

5

Kenya

World Prison Church

B.M.W.는 2019년 케냐 정부로부터 케냐 전 지역 교도소 출입증
을 부여 받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
니다. 이에 우리는 교도소 선교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을 따라 World Prison Church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 교회는 교도소 선교 전략지로 활용되어 교도소라는 특수
한 장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케냐에는 약 44개에 달하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
Lodwar 지역에는 Turkana 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획중입니다.
특히 아직 TV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라디오 방송을 청취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Turkana 언어로 라디오를 통해 송출
되는 복음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Kenya

Radio Mission

Kenya

Bukwala Church

Radio Mission

6

케냐 Kapenguria 지역은 Pokot 부족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Pokot 부족은 케냐 44개 부족중 소수민족으로서 대부분
Baringo 호수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명의 혜택을
비교적 적게 받은 부족으로서 일반적으로 원시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으
며 현재 이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assai 부족은 케냐 44개 부족중 가장 호전적인 부족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목민 형태로 살고 있으나 최근 정
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맹성은 선교에도 잘
나타나 마사이 부족의 지도자들이 케냐 재림교회 곳곳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B.M.W.는 이들의 언어로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9

Kenya

Kenya

Radio Mission

8

Bukwala 교회는 케냐의 서쪽 지역에 위치에 있으며 교인들은 새
로운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헌신함으로 교회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부족으로 지붕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기도하던 중
B.M.W.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M.W.는 ECD와
함께 협력하여 돕기로 결의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앤드류스 대학 세미나리 학생들은 쿠바와 함께 자매 결연을 맺
어 매년 쿠바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M.W.는 앤드류스 대
학의 쿠바 선교에 함께하여 자전거 30대를 지원하여 주었고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된 Steps to Christ 책자 100,000권의 보
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uba

Steps to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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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교(EM)

1

Ethiopia

Badesa Elementary

Badessa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
역의 성장으로 재림 초등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중
에 장병수 장로의 헌신으로 2022년부터 초등학교 건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2022년에 완
공 및 개교하여 지역 사회에 재림 교인 인재 양성을 시작
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Hosanna Elemetary는 1996년에 세워져 현재까지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고등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해 SDA 고등
학교가 필요합니다. 재림 청년들이 삼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3

Ethiopia

Gambella High School

Ethiopia

Nekemte Myung Ae Im
Elementary School

2018년 기공하여 건축된 Grace Chun 고등학교는
현재 13개 교실, 행정관, 운동장, 버스를 운영하며 약
1,2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연합회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
기술 대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Hosaena High School

2

현재 486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15명의 선생님, 3명의
care takers, 2명의 학교 경비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스테
프가 일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교육이 필요
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교실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무실, 학교 버스, 운동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것을 위
해서도 기도중인 학교입니다.

2018년 유치원, 학교를 기공하였으나
재정의 부족으로 건축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Sodo 지역
주민들과 인근 교인들은 학교의 건축이 재개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B.M.W. 역시 학교 건축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곳에 속히 학교가 세워져 많은 인재
가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5

Ethiopia

Ethiopia

Sodo School

4

에티오피아 북서쪽에 자리잡은 네켐테 도시는 서에티오피
아 연합회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연합회 본부 건축과 종합
대학 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초등학교를 이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여집사님의 재정 지원으로 2022년 학교 건축을
시작할 계획이며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thiopia

Abonsa Grace Chun
Technology College

6

Kenya

7

Bora Lee High School

2014년에 9명의 학생으로 개교한 Bora Lee High School
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성장함
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으며 이에따
라 학교 버스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
도 부탁드립니다.

Mary Jenifer Ryu High School은 2011년 14명의 입학생
으로 개교하여 2020년 현재 33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
입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의 강력한 요청으로 학교 버스를 구입하여 더 많은 학생들
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Kenya

9

Ryu Ji Sun
High School

11

Samuel Kim High
School

Mary Jenifer Ryu
High School

8

Ryu Ji Sun High School은 2016년 개교한 비교적
신생학교 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전적인 지원으로 받으며 성장하였고 지역 명문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학교 입니다. 이 학교 역시 학교와 먼
거리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버스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건축중인 교
회의 완공 역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Katherine Lym Elementary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헌신으로 개교한 학교입니다. 기증받은 50에이커의 부
지 위에 B.M.W.의 지원으로 학교를 세웠고 2018년에 개
교하여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
들의 증가로 현재 350여명이 공부 중이며 교실을 증축중
에 있으나 차후 6칸의 교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Kenya

Kenya

Kenya

Katherine Lym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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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학 인원 250여명 중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학생들
이 B.M.W.의 장학 제도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B.M.W.는 이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는 인근 지역 선
교를 위한 버스 구입을 위해 기도중입니다.

지역선교(LM)

1

Ethiopia

Widow Support

Sodo 지역은 재림교회의 영향력이 큰 지역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과부들 중 10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
웠고 로마린다 교회 이목사님 사모님의 열심과 많은 분들
의 지원으로 에티오피아 소도 지역 과부들에게 집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약 $1,000면 방 세칸이 있는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티오피아는 깨끗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물이 생기면 한 마을이 형성될 정도
로 물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B.M.W.는 약 $50,000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물을 시
공해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3

Kenya

Honey Project

Malawi

Bicycle, Church
Construction

Well Project

2

Konyao 지역은 재림교회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며 이곳에
선교 거점을 세워 선교사 양성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현지
에서 선교 자금 생산을 위한 고민 중 Konyao가 기후 및 위
치적으로 Honey Bee Farm을 세우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발견하여 2021년 30통의 꿀벌집을 구입하여 진행중에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축복하셔서 선교를 위한 재
정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 68:5)
B.M.W.는 사역 초기부터 과부와 고아를 위한 사역에
집중해 왔으며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과부와 고아가 많은
케냐 지역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5

Ethiopia

Kenya

House for
Widow and Orphan

4

2021년, 말라위 연합회로부터 자전거 50대와 교회 10곳
건축 지원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50명의 사역자들에게
자전거를 제공해 줌으로 복음 전파의 효율을 높이며 재정
적으로 어려운 10개 지역의 교회 건축을 통해 선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눈 후 B.M.W.는 한국 지부
와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
도 부탁드립니다.

의료선교(MM)

1

Ethiopia

Gimbi Nursing
College

B.M.W.는 현재 Gimbi 지역에 있는 Adventist 병원과 연계
하여 간호대학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을 전수하여 더욱 발전된 의료 지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간호 대학이 없습니다. 재림 청년들
이 이 대학을 통해 교육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
를 기도합니다. 2022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원안내

Let’s change the
world together
Bank Name
SWIFT / BIC Code
Routing Number
Account Number
Beneficiary Name
Bank Address
Check Donation
Card Donation

53 Bank(Fifth Third Bank)
FTBCUS3C
072400052
797553613
Bicycle Mission World Inc.
Fifth Third Bank 38 Fountain Square Plaza Cincinnati, OH 45263
To. Bicycle Mission World
9067 US Highway 31 Suite 200 Berrien Springs, MI 49103
www.bmwmiss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