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ered Charity Organization

Since 2005

Loving Hands Ministry
토론토 및 대도시 지역의 재소자 가족들과 불우
이웃을 돕는 사역으로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며
정기적으로 캐나다의 최대 우범지역이자 가장
가난한 지역 (제인/핀치)에서 예수님의 사랑
으로 돕고 섬기기 위해 의료, 구제사역 및 무료
음식 등을 지원 받아 사랑을 나눕니다. 개인 및
지역교회들은 각 달란트에 따라서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SEA MISSION INC 는
긍휼선교단체로 2005 년
부터 교도소의 재소자와
그들의 자녀 및 가족들을
돌보아 주며, 노숙자들 및
저소득층 가족들을 위한
구제/의료사역, 우범지역
어린아이들까지 가난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
당한 주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십니다.

Miracle Junior Soccer Club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우범지역인 제인 핀치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축구사역을 가지고
스포츠멘토링을 통해 아이들과 그 가정에 복음
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코치’는 가족 다음으로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
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봉사도 가능하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Miracle Junior Academic Club
2010 년부터 재소자 아이들 공부와 멘토링으로
도왔던 Love Triangle Project 사역을 연결해
MJAC 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우범지역과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매주 개인/그룹 과외를 제공
하면서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크리스천
으로 성장하도록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으로서 수학, 과학, 영어, 음악등을 가르칩니다.

Prison Ministry
Crime Prevention Workshop
Mobile Church Ministry
대도시 길거리의 노숙자들과
출소자들의 영적필요 및 긴급
생필품 등을 도와주며 함께
예배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상담
치료 및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눕니다.
또한, 여름단기선교사역으로
몬트리올 300 명의 노숙자들
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앉아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에서 잘 적응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긍휼선교 후원 안내>

2005 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의 주립/연방
교도소들을 중심으로 재소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분은 연락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한, 토론토 경찰과
M.O.U(양해각서)를 맺은 SEA 는 각 지역
경찰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교회 등
에서 무료 범죄예방 세미나를 개최 합니다.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 갱단, 마약등 쉽게
빠질수 있는 범죄와 그 예방에 대해 현직
경찰이 직접 영어/한글로 진행합니다. 필요
하신 단체나 교회는 2 달 전에 신청 바랍니다.

Pay to SEA MISSION INC
Address : 1735 kipling Ave. Po Box
10056. Etobicoke. ON. M9R 4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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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갈렙 대표목사 - 캐나다: 647-218-9499 // 한국 시내요금 전화: 070-4498-0233 (오전 6 시~낮 12 시 - 한국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