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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4 호 

2월 20일 2018년 

2018년 첫 번째편지 

1. 다니엘학교 학생 한국 첫 연수 ! 
다니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의 
용화여고(장덕수교장) 장동호 선생님의 
초청으로지난해 11월에  4학년 학생 2명 
(사무엘과 쇼폰)이 10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왔어요. 단지 2명의 학생들만 간것이 
아니고,  다니엘학교 학생 전체가 한국을 
다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망(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멋진 
크리스찬 리더로 자라날 꿈을 키우며 
2018년 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격려가 필요합니다^^ 
2. 2018년도 DIS 의 신입생 맞이했어요 . 
2018년 1월 신학기를 맞아서 23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총 92명이 학생이 
공부하는 멋진 캠퍼스를 만들어 가고 있으면 
이들은 방글라데시의 미래의 꿈나무들이다.  
 
3. DIS 건물 3층 증축 시작 ! 
드디어 지난해 12월 방학이 시작되면서 
공사를 시작,  현재  2개월 째 진행된 공사로 
인해서 학교가 공사판이다 ㅎㅎ 그러나 
안전과 청결을 나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애쓰면 공사를 
진행중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공사비이다. 
현재 20%만이 모금된 상태여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도 스크레스를 극도로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깝다.ㅠㅠ  
그러나 다시 힘을 내 보려고 합니다 ^^ 
 

기도제목: 
1. 사역장 교회 (기쁨의 
교회)의 사역 선교사를 
구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2. 다니엘학교의  3층 증축 
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게 
도우소서.  그리고 힘든 이 
 과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3. 2018년 신입생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
새로 입학한 23명의 학생 
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4.교사연합 1박 2일 
성령수련회  위해서 - 2월 
23-24일 처음으로 4개의 
기독학교 교사를 위한 영성 
수련회를 처음 준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집회 
가 되고 모두가  은혜 충만 
케 하소서 
 
5. 2018년 사역에 필요한 
인내와 오래참음과 건강을 
간구합니다 
 

다니엘 학교 학생 한국에서 
한복을 체험한 -  사무엘과 쇼뽄 

다니엘학교의 3층 건축이 진행 
중 - 공사하면서 공부하는 
환경이라 어수선합니다 ㅠㅠ 

2018년도 다니엘학교 학생들의 기쁨 



<Dis   3층 증축 보고서>   -  2018년 2월 20일 현재 3층 지붕 마감.  벽돌을 

분쇄해서 자갈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글라데시 건축기술을 봅니다. 안전망 설치부터 - 

  



  

3층 슬라브 완성된 모습까지의 주요 건축 사진을 모았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바로 

기둥 세우고 지붕 철근 넣고, 슬라브 치고 나니 3주 후면 거푸집을 제거하고 교실 칸막이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4층 숙소 공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4월 말 완공이 목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