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C
DIRECTOR MESSAGE
Dear ICTC Family,

I am grateful to conclude 2022 well with 
God’s grace, and I sincerely pray that His 
blessings will fill your homes, churches, and 
businesses as we prepare for the upcoming 

year. At one point, while maintaining the 
training center to align with the beautiful 
scenery of Vancouver, I felt I was sacrificing 
my life for the Lord and the Gospel. The Lord 
immediately corrected this mistaken idea 
that I had to sacrifice my life to imitate Christ. 
The goal of my life is not to sacrifice for the 
Gospel but to completely obey the Lord. 
I am convinced we become true disciples 
who imitate Christ only when we put aside 
our pride so that we can imitate Him, not 
through our own righteousness and effort, 
but through a life of daily obedience with our 
eyes fixed on Him. 

I believe the journey to imitate our Lord is not 
a project of character transformation, but an 
attitude in life to hear and obey Jesus‘ plan 
first. To listen in order to obey. The Israelites, 
who lived in Egypt for a long time and had a 
deeply ingrained spirit of slavery, were deaf 
and mute. We, who are deeply immersed 
in the culture of the world, must examine 
ourselves if we are not also bound by slavery, 
give up the spirit of slavery, and receive the 
Spirit of the Son, and I pray that we will have 

the grace to boldly approach our Heavenly 
Father (Galatians 4:6).

Jesus commanded in Matthew 5:48,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eleios).” The original word for per-
fect, teleios, is used in various ways. When 
used as a verb, it means to complete, to pay 
(tax) in full. The above text says that we 
must be perfect just as God is perfect. The 
question is, how can imperfect humans be 
perfect? The answer is found in the Gospel of 
grace that Jesus accomplished on the cross.

“Later, knowing that everything had now 
been finished (tetelestai), and so that Scrip-
ture would be fulfilled (teleiothe), Jesus said, 
“I am thirsty”. (John 19:28).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tetelestai)”.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John 
19:30).

The etymology of verbs with meaning of com-
pleting, fulfilling the Bible are telos and teleios. 
As we study the word teleios, which h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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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purpose, completeness, and who-
leness, we want to look at a few things.

First, the life of Jesus begins with teleios (it 
must be fulfilled) (Luke 1:45) and ends with 
tetelestai (it is finished). The Lord came to 
this earth to fulfill a messianic mission and 
fulfilled His mission by obedience to His 
Father. God has a special plan (telos: plan) 
for all of us. As it is written in Psalm 139:16, 
“all the days ordained for me were written in 
your book before one of them came to be.” I 
pray, as you study the Bible about what your 
teleios is, you will discover the purpose and 
meaning of your.

Second, John 19:30 tetelestai (it is finished) 
means to pay taxes in full or to forgive debts. 
Because of the merit of Jesus who comple-
tely forgave our sins on the cross, we can 
become like Him despite our shortcomings 
and weaknesses. Paradoxically, our weak-
ness becomes the ingredient that allows us 
to become like the Lord. Therefore, I bless 
you that you are not depressed in weakness 
but come boldly before the thron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Finally, teleios is a growing process. Just like 
the Israelites who were led under Moses‘ 
guidance in the wilderness, our life is a long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Through this 
journey, God wants us to grow and mature. 
Growth comes with pain. Growing pains 
will lead us to our goal, Jesus. For He is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Revelation 22:13).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you will take your step of obedience 
while fixing your gaze on Jesus, who is wai-
ting for us on at the end of this path of life.

2022년 한해도 그 분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가

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

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밴쿠버의 아름다움

으로 자리한 훈련센터를 주위의 자연경관에 걸

맞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문뜩 주님과 복

음위해 나의 삶을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해야한

다는 잘못된 이 생각을 주님은 즉시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복음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아

직도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 분을 바라

보며 매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그

리스도를 본받는 참 제자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여정은 성품개조의 프로젝트가 아

니라 예수님의 계획을 먼저 듣고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들을려는 것입니다. 

애굽에 오래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종의 정신이 

뿌리깊게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곶고 귀가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속에 깊이 물

들은 우리들도 혹시 이러한 노예속성에 묶여있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종의 정신을 버리고 아

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4:6). 

예수님은 마5:48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같이 너

희도 온전하라(teleios)”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전하다의 원어 teleios는 성경에서 여러가지 뜻

으로 쓰입니다. 동사로 쓰일때는 완성하다, 다 이

루다, (금을) 완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본

문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우리도 온전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완전한 인간이 어

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

이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으신 은혜의 복음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tetelestai)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tele-

iothe) 하사” (요19:28)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tetelestai)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

혼이 떠나가시니라” (요19:30)

다 이루다, 성경을 응하게 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의 어원은 telos, teleios 입니다. 목적, 완성, 온

전함의 뜻을 가진 teleios 단어를 공부하면서 다

음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생애는 teleios (반드시 이루어지

리라) 로 시작해서 (눅1:45),  tetelestai (다 이루

었다)로 끝맺습니다. 주님은 메시야적 사명을 이

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특별한 계획(telos: plan)을 갖고 계

십니다. 시139:16에 기록되어있듯이 “나를 위하

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

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향한 teleios가 무엇인지 

성경을 연구하며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요19:30 tetelestai (다 이루었다)는 세금

의 완납, 혹은 빚진것을 탕감하다라는 뜻이 있습

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탕감

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

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닮아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기 

죽지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앞에 담대히 나

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teleios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마

치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

성처럼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긴 여정입

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라가 성장, 성

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에는 고통이 동반합

니다. 성장통이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에게 인도

해 줄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

이기 때문입니다 (계22:13). 때로는 힘들고 어려

워도 인생의 마지막 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

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분만 생각하

며 순종의 한걸음을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astor Jay Sho

소 재웅 목사 

ICTC 원장

2

ICTC NEWSLETTER NOVEMBER 2022

ICTC Winter 2022 Newsletter

Teleios 
Having reached its end  



ICTC
MISSION BUILDERS 
This year, we were blessed by many visitors 
– missionaries, volunteers, and churches. 
When people come to serve at ICTC, many 
are surprised at the amount of facility and 
grounds work required. Stewarding the 
7-acre lot God provided for mission training 
takes quite a lot of work! 

Spending more time and resources on main-
tenance than on our primary purpose to offer 
mission training is often discouraging. The 
past year was mostly devoted to stewarding 
the facilities – we gardened, installed wate-
ring systems, fixed deteriorating and molding 
buildings, painted, and fixed broken sewer 
pipelines while maintaining church rentals. 

Toward the end of the summer, as we reflec-
ted on our day-to-day activities, we realized 
we need to make space for our primary mis-
sion by upgrading our facilities and setting 

up seamless systems for grounds and church 
rental maintenance. We also learned, howe-
ver, no matter what our unique callings may 
be, any work God places before us becomes 
missional when we pursue it as followers of 
Christ – in love and faithfulness. 

God also placed in our hearts a conviction we 
can’t accomplish our mission on our own. To 
provide missionary training and an inspiring 
retreat for churches, we began partnering 
with other mission builders in our local and 
global community. This summer we partne-
red with a local church, Centro de Vida Cris-
tiana, who helps us in many ways, including 
fixing the foundation of one of our collapsing 
buildings.

Next summer, we are excited to partner with 
CBAM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s) 
and its ministry JES (Jubilee Entrepreneur-
ship School) to offer tools and knowledge to 
share the Gospel in hard-to-reach areas. We 
are also inviting our community to partner 
with us through a volunteer program, ICTC 
Mission Builders, in exchange for rental 
space. Contact us to learn more!

올해도 선교사, 자원 봉사자, 교회 등 많은 방문

객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ICTC에 봉사하러 올 

때,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시설과 기초 작업의 

양에 놀랍니다. 7에이커의 땅을 관리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선교 훈련

을 제공하는 주된 목적보다 건물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가

끔 우리로 낙담케 합니다. 지난 해의 일을 회상

할 때 대부분은 시설 관리에 전념했습니다. 정원

을 가꾸고, 급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 된 

시설들을 수리하고, 지역교회들에게 임대를 하

면서 파손된 하수관을 고치고 페인트 칠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리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일상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건물관리 유지를 

위한 원활한 시스템을 설정하여 주요 임무를 감

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고유한 부르심이 무엇이며, 하나님

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모든 일이 우리로 그리스도

의 추종자, 즉 사랑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

하는 그 일을 추구할 때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사명을 스스로 완수할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선교사 

훈련과 선교적인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 및 글로발 공동체 선교 

네트웍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에 우리는 무너진 건물 중 하나의 기초를 수리하

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우리를 도와준 남

미 이민교회인 Centro de Vida Cristiana와 협

력했습니다.

내년 여름, 우리는 CBAM(Center for Busi-

ness as Missions) 및 JES(Jubilee Entre-

preneurship School)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

니다. 우리는 또한 임대 공간의 대가로 자원 봉

사 프로그램인 ICTC Mission Builders프로그

램을 통해 우리와 협력할 커뮤니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센터에 연락하시

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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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We invite missionaries or those interested in pursuing missions in hard-to-reach 
areas of the world through BAM (Business As Mission)!

We are excited to partner with CBAM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s) to offer JES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an intensive 1-week course on cross-cultural missions through 
business as mission. Offers foundational knowledge on managing a business from a 
Christian and missional perspective. The curriculum focuses on hands-on interactive lear-
ning. Participants will work in teams to build, test, and polish their own business plans. On the 
last day, members will present their business plan for the class. Topics include:

• Faith & Business Integration – Biblical view on business and work, balancing growth 
and social/spiritual impact

• Strategy & Marketing – Market analysis (SWOT), market positioning, product/service 
differentiation 

• Management – Teamwork, leadership, governance structure, HR management
• Accounting & Finance – Basic accounting principles, break-even analysis, cash flow 

management
• Individual Consultation – Review and advice on oper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rategy, marketing, organization, finance 

JES instructors include business professors, CEOs, and professionals. We hope to advance 
God‘s Kingdom by cultivating faith-integrated entrepreneurship and fostering a community of 
BAM entrepreneurs around the world through J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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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US 
SUMMER 2023!

DATES: May 29 - June 2, 2023 

LOCATION: ICTC

SCHEDULE: TBA

COST: TBA 

CONTACT: admin.ictc@gmail.com

LEARN MORE: www.icmtod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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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BAM(Business As Mission)을 통해 전 세계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선

교사나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CBAM(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s)과 협력하여 Business as Mission을 통해 새로운 선교

의 패러다임을 배우는1주 과정인 JES(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합니다. 참가자는 기독교 및 선교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을 것입

니다.

커리큘럼은 현장 중심 학습에 중점을 둡니다. 참가자는 팀으로 작업하여 자신의 비즈니스 계획을 구

축, 테스트 및 개선합니다. 마지막 날에 수강생들이 수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주제는 다

음과 같습니다.

• 믿음과 사업 통합 – 사업과 일의 성경적 관점, 성장과 사회/영성적 영향력으로 준비된 예배

와 청지기로서의 사업

• 전략 및 마케팅 – 시장 분석(SWOT), 시장 포지셔닝, 제품/서비스 차별화

• 관리 – 팀워크, 리더십, 지배구조, 인사관리

• 회계 및 재무 – 기본 회계 원칙, 손익분기점 분석, 현금 흐름 관리

• 개별 상담 – 전략, 마케팅, 조직 및 재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역의 기존 운영

에 대한 검토 및 조언

JES 강사에는 비즈니스 스쿨 교수, CEO 및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JES를 통해 

믿음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전 세계 BAM 기업가 커뮤니티를 육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

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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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REBUILDING 
PROJECT
As we continue stewarding our facilities, 
we are facing an urgent need to update 
our septic pipelines and electrical lines. 
With systems that were installed in the 
1940’s, we are experiencing bursting 
pipelines, power, and heating outages. 

To design and install new pipelines and 
an underground electrical system, we 

received an estimate of $600,000. We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prayers for 
wisdom and guidance as we approach 
this project. 

Thank you for journeying with us. We 
pray you will have a blessed remaining 
2022 and a wonderful New Year! 

건물관리중 시급한 문제는 정화조 파이프라

인과 전기 라인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40년대에 설치된 시스

템으로 인해 우리는 파열된 파이프라인, 전

력 및 난방 중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

운 파이프라인과 지하 전기 시스템을 설계하

고 설치하기 위해 우리는 60만 달러의 견적

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을 위한 지혜와 

지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여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ICTC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SUPPORT
ICTC is part of ICM (Imitating Christ 
Ministries), a 501(c)(3) organization 
with offices located in Canada and USA. 
All donations are tax deductible to the 
fullest extent allowed by tax laws by 
Canada or USA.

For question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admin.ictc@gmail.com or by 
phone at +1 (604) 535-1800.

DONATE IN CANADA

1. E-transfer: Donations may be sent 
to account admin.ictc@gmail.com 

2. Credit Card: Please visit            
www.icmtoday.org/donate 

3. Check: May be payable to “ICM” 
and mailed to: 

ICM Canada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1J8

DONATE IN USA

1. Paypal: Donations may be sent to 
the account info@icmtoday.org

2. Credit Card: Please visit             
www.icmtoday.org/donate 

3. Check: May be payable to “ICM” 
and mailed to: 

ICM USA
8001 Pine St. South,
Lakewood, WA 98499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 1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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