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K #25- Vol. 3.

2017 년 11-12 월

박종국장은혜 선교사

Prayer letter since 1994

에티오피아에서 보내는 선교 편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0-13)

기쁜 성탄과 2018 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동역자 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 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1.아마로 교회 개척과 건축: 전통종교와 무슬림이 우세한지역인 아마로 마을에 교회 건축을 마무리 했습니다.
건축기간 동안에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여러번의 전도집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성도 수가 20 명이었는데, 집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600 여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헌당예배 단기팀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복음의 생수를 전하는 우물시추: 아마로 지역은 크리스챤들에 대한 핍박이
강해서 건축 자재를 수도에서 운송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비와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자재를 운반하고, 내리고,
대화를 나누고, 블럭을 올리고, 전도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청년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몇몇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가족의 핍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집을 뛰쳐나와 교회에서 기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첫 사랑을
지키려는 청년들이 생겼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좋은관계를
형성하기위해서 헌당예배와 함께 교회 마당안에 우물을 시추해서 펌프를
달았습니다. 우물 사용을 위해서 교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었고, 물을 얻기 위해서 지연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마당으로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물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망고, 커피나무 모종 1000 그루 분양/ 염소새끼 60 마리 분양: 아마로
지역엔 과실 수가 없습니다. 멀리 남쪽 예르가 짜페지역에서 망고,
커피모종 1000 그루를 가져와 교회 마당과 성도들의 집에 심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모종을 심게 했습니다. 또한 아마로 교회와
인근 지역 교회 전도사들의 생계를 후원하고, 가난한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서 염소새끼 60 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앞으로 3 년 후에는, 황량한
이 땅에 망고와 커피나무가 무성해지고, 복음도 확산될 것을 믿습니다.

4.장은혜 선교사와 멘토링하는여학생들
장은혜 선교사는 선교학 수업과 3 명의 대학원생
논문을지도합니다. 학생들의 논문제목들은 현재 당면한
에티오피아교회의문제들, 지역의 문화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한 제목들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논문들을 쓸
수 있도록 멘토링과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기도제목:


교회 건축: 아마로 교회건축 중에 성도들이 늘어나 (600 명성도) 장의자와 강대상이 후원필요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결신할 수 있도록.



15 번째 교회 개척 지역: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미전도 지역을 주시도록. 전도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기술학교, 목회자 훈련원겸 선교 센터: 계속적인 목회자 훈련/ 정부로부터 기증된 부지위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위해



아디스 아바바 대학생 전도및 제자훈련: 7 개 단과 대학 신입생 전도 집회 및 성경구입및 배포, 기독 대학생
소그룹 제자훈련.



단기선교팀 방문 사역 2018 년 1 월-2 월, 부산 성지 교회, 강완수 목사님 부부,성령충만을 위해서



선교사 가족: 선교사부부의 영적,육적 강건함. 자녀 대선이의 새 직장 생활과 믿음의 성숙, 지연이의
결혼생활과 믿음 남편의 사업과 사업터 확장을 위해

기도에 감사드리며
박종국 장은혜 (대선, 지연)선교사 드림


후원안내



선교 본부: Mission Hills Africa & Mission Hills Foundation/ www.Ethiopiamission.org



카톡: cushparket



주소: Rev. Jong Kook Park & Dr. Eun Hye Chang/



E-mail: cushpark@gmail.com

P.O. Box 26198-1000, Mission Hills Africa, Addis Ababa Ethiopia



전화: +251-91-147-0962, +251-912 094317 (에티), +82(0)70-4878-9181 (070 인터넷전화)



팩스: +251-11- 321- 0273



한국 후원 구좌: 국민은행 041-21-0850-291 혼오브아프리카(예금주)



미국 후원 주소: Mission Hills Africa는 미국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크 수신인: Mission Hills Africa



체크 보내는 주소: PO BOX 540928, Flushing, NY 11354. USA



* 2016년 7월부터 미국 후원주소가 사서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