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

멕시코 박기훈, 김혜원 선교사 소식

Calle. Jesús Romero Flores #17219 Col. Otay Constituyentes Tijuana, B.C, México C.P 22457
Keith Cel: (52)664-794-4494
E-Mail: Servantkhp@yahoo.com

Elena Cel: (52))663-116-0364

Skype: 1-714-408-1451(USA)

GP 선교회: www.gpinternational.org

GP USA: www.gpusa.org

Pay to the order: GP USA (Check memo: Keith Park)
PayPal or Smart Pay donation is available at www.gpusa.org/donate

샬롬! 살아 계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시편 62:5)

Tijuana 시는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가 노란색신호등으로 이동이나 모임에 큰 제한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첫 확진자가 4 개월전에 나타난 이후 최근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가
멕시코 전체 확진자의 94%에 이른다는 통계가 3 일전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온라인수업이
지속되면서

인터넷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참여가 낮아 학업성취율이 예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멕시코의 교육환경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월 첫째주에는 도네이션 받은 중고신발
50 켤레를 노숙자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로마서
5 장 8 절 말씀을 암송하고 신발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웃으며 낡은 신발에서 새 신발로 갈아
신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세심하신

손길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노숙자들이 코로나와
마약 등 여러 취약한 상황에서 안전하도록, 또한
저희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및

청년들과

함께

하는

온라인

성경통독은 매주 화, 목, 금요일에 주 3 일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 월 27 일과 28 일에는 청년들과 1 박 2 일 수양회를 갖고 구약과 신약가운데
8 권의 성경을 통독하였습니다. 성경만 계속 읽어야하는 이틀간의 수양회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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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3 명의 청년들이 등록하여 수양회를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양회에 참가했던 청년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하도록, 온라인 성경읽기 모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말씀을
더 사모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Dios Habla Hoy 교회의 Coffee
Break 소그룹과 1 년만에 시작한
‘마가복음’ 1 권 공부 10 주간의
여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치게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던 Judith 이 가족안의 갈등과
개인적인 문제로 이번 성경공부에
한번도

참석을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가복음 2 권 공부는
9 월 중순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못하도록

말씀을
하는

가까이하지

여러가지

아픔과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Judith 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도록 또한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임재가 소그룹 모임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Coffee Break 소그룹 성경공부 (멕시코 디렉터:
이은희 선교사)는 9 월부터 10 주간의 ‘느헤미야’ 공부를
온라인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들
(이성수 선교사, 이은희 선교사, Socorro 전도사, Susana
선교사, Elena 선교사)과 학습자들 모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며 말씀을 통한 전인격적
변화가 각자의 삶에 함께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해주시고 물질로 동역해주시는
동역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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