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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관 신은수 선교사 기도 편지

하나님의 은혜가 만물의 새싹을 움트게 하시니 선교지에서도 파릇파릇한 선교지 기도 편지를
드립니다.

크게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 하면서 혹은 개척한지 1년 된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혹은 전방선교사 후방 선교사

의 개념 보다는 선교적인교회 즉 목회와 선교가 동시에 일어나서 전교인 선교사 시대가 도래
됨을 신호하고 있습니다.

1.사역지 소식
사역지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빠마이교회 : 유수전도사님의 지도하에 모든 성도님들 특히 젊은이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주일마다 2가정씩 심방하여 가정과 교회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기숙사교회 : 기숙사법의 강화로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며 기숙사 허가와
정식 직원 급료가 해결 될 때까지 기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여학생 4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루 툰딘담교회 : 야쿠(야곱) 장로님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현지인들이 개척한 파뎅기도처는 작년에 교회 건물을 짓고 헌당 후 계속하여 은혜
중에 성장하며

후웨이따끼앙 기도처도 마코(마가) 장로님께서 매주일 리수어를

가르키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빠뜽교회 : 파누왓 전도사님과 베냐민 이장이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학교 교장선생님
까지 믿음의 동지로 합세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에셀나무 선교회의 지원으로 중학교를
짓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장 건조하고 더운철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성도의 계획과 진행으로 건기의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건기의 성경학교

빠마이교회 성도가정 심방

-.미얀마 따칠렉 와족교회 죠이 센타와 쌈먼 전도사님 : 아직 동네의 시선이 만족할 만큼
되니 못하기에 어린아이 10여명을 기숙하며 방과후 학교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척박하던 땅이 개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얼마있지 않으면 동네분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십자가 세울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쌈먼 전도
사님께서 자녀를 생산하셨습니다.
-.빠란가정교회 : 현지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함께 동참한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으나 아직 너무 약해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과 함께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한이웃교회(윤창규 목사)의 후원으로 예배실과
남녀 숙소, 화장실, 샤워실,

부엌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빠이 가정교회 : 빠마이교회 주력 집사인 베드로와 그 가정이 자신의 직업인 목수를 하면서
빠이에 완전 이주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다 전도가 되어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 처소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 선한이웃교회의 후원으로 거의 건축이 잘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빠뜽중힉교 완공식

건축중인 빠이 가정교회

2. 여러 행사와 단기 선교팀
-.1월 9-11일 부친 한영철 선교사 별세로 한국 방문
-.1월 8-16일 애일교회(한혜관 목사) 유소년 축구팀
-.1월 14-20일 세곡교회(박의서 목사) 중등부 축구팀
-,1월 20-26일 위더처치 개척교회(정 유근 목사님) 단기선교
-.1월 30-2월 2일 콘깬 신학교(배종원 선교사) 강의
-.2월 9일 TEAM선교회(회장 한용관 선교사) 목사 안수식
-.2월 19-22일 에셀나무선교회(당회장 임교호목사) 단기선교 빠뜽중학교 완공
-.2월 27-3월 2일 KWMF(대표 회장 오세관 선교사) 방콕 대회 참석
-.3월 3-5일 GSM 선교회(대표 황선규 목사) 1대1 동역 모임 참석
-.3월 6일 TEAM선교회(회장 한용관) 김문수 목사 선교사 한국 재파송 예배
-.3월 13-16 GMS-TMN(위원장 김희수 목사 회장 한용관 선교사)
제 7차 캄보디아 씨엠립 선교전략회의 주관
-.3월 23일 GMS(지부장 한용관 선교사) 임원회와 성용국 선교사 3남 출산 병원 방문.
-.3월 26-28일 빠뜽교회 리수 7교회 연합 건기의 성경학교.

3.다음 계획
-.4월 11-14일 한국방문 GMS선교사회(회장 강인중) 임원회
-.5월 2-4 팡 지역 아바선교회(대표 이동철) 목회자 세미나.
-.5월 23-7월 2일 한국방문 GMS 선교대회 참석, 조카 결혼식
4.기도제목
-.사역지를 든든히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임마누엘 기숙사가 다시 학생들을 받고 활기를 찾게 하소서.
-.새로이 사역하는 빠이 가정교회와 에셀가정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현지인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지도자를 세워 선교사로 파송케하소서.
-.기도와 물질과 후원하는 한국교회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GMS 2지부 모임과 김문수 선교사 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