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큰 변화는 작년 교회 화재로 인해 손실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과 교육관 겸 사무실로 사용하던 집 가운데 다른 

집에 멕시코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2 년반 동안 이 

장소를 얻기위해 기도하고 좋은 관계도 맺으려 해보고 교회 초대도 해 보았지만 

결국은 안타깝게 그들을 떠나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어린이들에게는 조금더 넓은 공간을 얻게되어 기쁨니다. 

3 월 25 일 주일 13 명의 교인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중에 한 자매는 안타깝게도 2 주후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아 먼저 소천을 하였 

습니다. 작년 암 발견 전 침례신청을 하였다 다소 호전되어 침례를 받았으나 후 

급격히 악화되어 몸이 견디지 못해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6 월 23-24 일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침례식을 가지게 됩니다.  

7 월 12 일이 3 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7 월 28 일 

토요일 기념 예배와 안수집사식을 준비합니다. 4 명의 안수집사 (클라라, 

레슬리에, 산드라, 모니카) 후보자는 현재 성경 공부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주 후 과정을 마치는데 앞으로도 내외적 성장을 꾀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길가 혹은(3.5M x 7M) 집안에 방치되고 24 시간 

돌아가는 케이불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전히 

공공 교육과 기타 오락시설이 빈약한 이 마을(현재 가구수 1 만 5 천). 이로 인해 

십대 임신과 마약, 미래가 없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슬픔이 

쌓여 갑니다. 활력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넓은 공터와 

전문(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도약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될 것만 같았던 것이 시간이 

가고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현 교인들 중 다수가 교회 

전도 행사들에 참여하며 봉사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 도시선교에 동참함은 복음의 부흥과 빛이 됩니다.  

작은 마음 정성과 기도는 잠들어 있는 영혼과 의지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도네이션 동참-무엇이든 다 환영합니다. 작은 수고와 마음, 정성이면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행사를 위해 2. 예비 안수집사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3. 

마을의 미래를 위한 필요가 채워지도록(교회부지와 교육센터, 교육자 연결)  

4. 긴 사역의 여정에 영적 힘과 사랑, 지혜가 채워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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