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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소순다열도 발리의 영혼을 위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12:3)

Shalom!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던 편지를 잊고 있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저희들 이곳에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위기 속의 선교지 상황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 교회 3주년 기념

가득 찬 비젼교회 예배당

비젼교회 부활절 예배

세례식

엔데믹은 아니지만 이곳은 1일 확진자수가 10여
명으로 줄면서 분위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도로도 다시 교통체증이 시작되었고,
학교도 다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힌두와 이슬람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
◎ El Grace 센터(유치원 및 공부방)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10여 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센터(비인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
다. 몰라카 선생님이 열정적인 지도로 몇몇 아이들
의 학업 성취에 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오후 공부방도 다시 정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월-학습보조, 수-기타연주, 금-영어 수업 등으로
3명의 교사들이 주어진 은사를 따라 아이들을 가
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기타렐
레(소형 기타)” 8대를 구입해 음악 수업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2022년에 El-grace 센터 사역이 점점 부흥하고 정
식 센터(인가유치원, 공부방)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 덴파사르 비젼교회 (GKII VISI TUHAN)
4월에 이슬람에서 개종한 한 아주머니(이부 빈
탕)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6주간의 교육과 문답 시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는 이
아주머니를 통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처음 개척시 40개의 의자를 구입했는데 성도수가
늘어나면서 의자 구입을 고민하던 가운데 한국 윤
집사님의 도움으로 의자 20개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덴파사르 비젼교회는 성도수의 증가와 예배 장
소 계약 만료로 건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헌금해
주신 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끌룽꿍 비젼교회(GKO VISI TUHAN Klungkung)
TNI Mabes(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저희 사역을
조사하러 내려오면서 지역 10명의 군인 경찰이 저
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수업

수업을 마치고

전도 및 교회 개척
◎ 평화의 집 교회(GPIBI Rumah Damai)
3개월에 한 번 방문하여 설교하고 사역을 격려
하고 있습니다. 매달 가기로 약속했는데 두 개 개
척교회와 사역의 중복으로 협력에 어려움이 있지
만 사역자(요하네스 전도사)의 열정적인 섬김으로

3개 쪽방 주일예배

새로운 예배 공간

참 어려울 뻔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역이 정
부에서 인정하는 사역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으며, 5월 마지막 주
는 1학년 야간반 학생들과 매일 4시간씩 한 주간

되어 전화위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로 학교장이 학교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

집중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학년 가운데 3명
의 학생을 제자훈련생으로 뽑아 성경해석에 대한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여 2개월을 성도 쪽
방 3군데로 나누어 3명의 사역자가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식당 안
에 한 공간을 허락하셨고, 지금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에 1명이 세례를 받았고, 2명
이 입교를 하는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숨바섬 교회 건축 상황 및 새로운 개척 준비
마라나문디의 라이오나 교회는 긴 여정 가운데
완공이 되었습니다. 와리라라의 우빠깜뿌교회는
성도들이 직접 노동으로 봉사하다보니 공사가 더
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선교사는 안식년 복귀 후 매달 한 주간을
중부 숨바 섬에 머물며 한 신학교 졸업생(4학년, 7
월 졸업)과 함께 전도, 설교 및 제자훈련 사역을
병행하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건축된 숨바 교회

가정과 자녀 소식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써 6년째 사역을
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6월~8월 중 약 2,3개월간
한국에서 안식월을 가집니다. 길게 안식년을 가지
고 싶지만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 오랫동안 사역지
를 비울 수 없고, 아이들의 학업문제도 있어 재파
송 절차(건강검진, 심리검사, 본부사역보고, 재파송
심사)만 마무리하고 귀임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6월 13일~7월 17일(예정)까지,
조 선교사는 6월 2일~8월까지 한국에 머물며 파
송교회와 후원교회에 선교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모든 후원교회를 방문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카톡 ID(joeunse)로
연락주시면 일정을 조정하여 선교보고
드리겠습니다.

1학년 수업 후

STTII 신학교 강의 사역
이번 학기는 2개 과목 4개 반을 강의하면서 너
무나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

부활절 예배 시상식

예배 중 반주

기 도 제 목
1. STTII(인니복음주 의신학교) 이번 학기 강의 사역 은혜롭게 마무리 잘 하도록!
2. El grace 유치원과 공부방에 부흥이 일어나며,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3. 꿀룽꿍 비젼교회, 안식년 동안 지트로 전도사가 사역을 잘 이어가며, 장거리 안전을 위해서
4. 덴파사르 비젼교회의 성도들의 제자화를 위하여, 예배 처소를 순적하게 만나도록
5. 8월부터 시작되는 이삭전도사의 숨바 섬 개척이 순적하며, 지역에 방해가 없도록!
6. 6월-7월까지 안식월 기간 동안 재파송 모든 절차가 순적하도록
7. 안식년 기간 동안 영적, 육적인 쉼이 있고, 가족과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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