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샬롬!
너무 오랜만에 기도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7월 기도편지로 인사드린대로
한국을 일시귀국하여 건강검진과 코로나백
신을 2차 접종완료하고 9월말 귀임하였습
니다. 한국체류중 인사를 다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건강검진결과 필요한 시술을 하고 약처방을
받아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해주셔서
큰 염려는 없으나 회전근개파열과 오십견진
단 받은 것은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기도를 부탁드립니
다. 무엇보다 운전을 하거나 컴퓨터작업 그
리고 학교수업준비등을 하면 어깨가 많이
아프고 밤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밤새 앓다가 일어나 양초를 켜고 커
피한잔을 타서 주님앞에 그렇게 앉으니 고
통에 어두운 구름이 내려앉듯 그렇게 사역
에 대한 걱정이 마음에 드리워졌습니다. 이
렇게 아파서 어떻게 사역을 하나? 시골길
들로 어떻게 운전해서 다니지? 하지만...
주님앞에서 저의 모든 고통은 공기중 물방
울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고통이 온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제
마음과 제가 있는 공간을 채우고 제 눈에는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섬기는 제가 참
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1. 학교

기도해주셔서 신입생이 3명 등록하였습니
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1명만 출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명의 학생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다른 예비학생들도 곧 입학
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저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삼위일체와 구
원예정설 등 어려운 교리들을 설명하는 데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쓰던 중고컴퓨터 기증(코지, 프란시스학생)

2) 새행정관
새행정관이 완공되고 도서관도 새책들을(빛
과 생명교회헌금) 박스에서 꺼내어 새 책장
(뉴비젼교회헌물)에 전시하고 프린터과 가
구일체등의 비품들도 구비 (노은경님 헌금)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잘 자리매김하고 성장하여 지역사
회와 하나님나라를 섬길 수있도록 계속 기
도해 주세요.

1) 학교수업
3) 신입생 (카무주)
신입생은 제 7안식교 출신이지만 훈련되기
원하여 서류검토 끝에 허입되었습니다. 다
른 교리과 성경이해로 어려운 고비들이 있
겠지만 올바른 성경이해를 통해 훈련되고
성숙되어 올바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세요.

3. 문서사역
1) 문서번역
영어가 공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현지
부족어로 공부하는 것에 큰 이점이 있음을
깨닫고 수업시간에 사용된 제자훈련교재등
을 현지어로 번역 지역사회 졸업생들과 지
도자들에게 지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선정하여 번역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2) 아프리카 성경 주석
신입생 카무주 (제7안식교출신, 6명의자녀)

2. 교회개척사역
2016년과 2018년 각각 전도여행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남음발레, 난제코)
보았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종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는 비젼을 주
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칼라보지역에서 사역중이신 목사님들

아프리카 출신 신학자 72명에 의해 쓰여진
아프리카 성경주석 40권 (뉴비젼교회헌금)
과 영어사전을(이권사님, 김장로님) 시골에
서 교회사역중이신 졸업생목사님들에게 지
건축중인베레아교회와 수요여성예배(코스타)

원하였습니다.

현재 졸업예정인 음빈도, 코지, 프란시스
그리고 졸업생 코스타목사와 인접교회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여 교회개척을 하는
것을 놓고 기도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어려
움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졸업생 빅터(침례교회), 데이비드(목수,자비량)

4. 교회사역과 코로나상황
저는 지난 2년간 몽구 시내에 가장 큰 교
회인 카뇨뇨교회에서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한 책장가득 책기부

헌물된 새 책장들

앞으로 안식년까지(2024) 좀더 몽구 외곽
지역의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고 전도와 양
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더 많이
하고 수고가 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여전도회사역중 한끼나눔과 로지어 제자훈련 성경공부사역(지도자 양육)도 계속하는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6월부터 악화된 코로나상황으로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로 학교까지 수업을 중단
해야 했지만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부터 그 기세가 꺽여서 한동안은 안정된 상황입니다.
12월 4차 유행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가운데 교회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기도해주세요
1. 영육이 강건하도록, 어깨가 온전히 회복되도록(오십견, 회전근개파열)
2. 주님이 계획하신 비젼이 성취되도록 – 교회개척과 지도자양육을 위해
3. 학생들이 주님을 닮는 참된 겸손한 목회자로 훈련되도록, 더 많은 예비된 학생들이 입학
하도록
4. 석사논문을(해석학) 잘 마치고 통과하도록
5.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동료들과 하나되어 팀사역을 잘 할 수있도록
6. 오고가는 가운데 차사고등이 없이 안전하도록
7.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언행에 좋은 본이 되는 선교
사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합니다※
1. 교회개척위해 헌금해주신 부산성산교회, 허*은님, 허*정님, 윤권사님 (한소망교회), 지
수교회와 김*원집사님 그리고 김*정집사님등
2. 그 외 사역위해 개인적으로 헌금해주신 이*희권사님, 김*수장로님, 이목사님과 사모님,
구*정집사님 감사합니다.
(헌금소진후 개별적으로 사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도편지 관리자 허윤정 010-2725-8992
연락처 김지해 jkilm341283@gmail.com 카톡ID: sophiekim2@naver.com
후원: 고신 KEB하나 990-014706-54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0)
저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온전히 죽기를 그리고 또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하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