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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축복속에서 pandemic 을 잘 견뎌내고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1.4 개월 반동안 한국에서 은혜중에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1)부모님 묘를 자주 뫳돼지의 공격으로 훼손되어서 평토장으로 만들어
안장하였습니다.이 날은 엄청난 비가 쏟아졌지만 너무 먼 거리이라 다시 찾기가
어려워서 비를 맞고 평토장을 다 마치고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2)브라질 아마죤 사돈 선교사가 코로나로 순직하여 현지서 화장하여 유골을 한국
대전 납골당으로 모셔 안장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브라질
아마죤선교사
이성전
이신숙

3)막내 정다운(사위;이경승)이 가족 5 명이 선교사로
헌신 한국에서 마지막 훈련을 은혜중에 마치고 9 월
30 일 선교지 브라질 마나우스로 가는 일입니다.
원래는 파라과이로 와서 학교 사역을 이어받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씨모님이 천국 가시는 일러 인하여
씨부 혼자 계시는 것을 안타까워 하여 의론결과
브라질 아마죤 정글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린 3 자녀를 하나님이 길려주실 것을 믿고
아마죤으로 떠나게 도;었습니다.

4)종합검사를 다 마치고 아내 이복래 선교사는 파라과이서 5 곳을 헤매던 병명이
사라지고 건강을 많이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남은 치료를 위하여 1 개월 반정도 한국에
더 체류하는 일입니다
5)저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혜택을 누릴려면 파라과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난간에 봉착하여 은퇴하고 한국으로 오라는 것으로 신호인가
고민하다가 아직 파라과이 할 일이 더 남았는 것 같아 기초연금도 건강보험도
포기하고 아프지 않고 병원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 왔습니다.돌아오니 사역들이 산적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2.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없었고 지난 7 월부터 대면
비대면 50%씩 하는데 그렇잖아도 낙후된 교육이 정말 말 그대로 엉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교사도 있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 가정이 30% 정도이고
교육진행이 한집에 학생이 3-4 명 있는 가정은 엄마나 아빠 핸드폰으로 3-4 명의
교육이 불가능하고 엄마아빠가 직장가면 완전 불통 교육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대안은 한집에 적어도 컴퓨터를 한대씩 주는 것이 그나마
해결이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학기말 시험을 대비하는데 10 월 한달은 100% 대명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9 월 21 일은 봄날과 청소년 날이라 아름다운 행사를 하며 7-12 학년 까지 청소년
들에게 한교사가 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행사도 하였습니다.

3. 할렐루야교회는 대면예배로…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것을 지난 9 월 19 일
주일 26 주년 교회 생일을 맞아 대면예배로 바꾸고 생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바리바리 준비해온 한국 선물들과 통닭 한 마리씩을 나누어 드리며 팬데믹으로 고난
당하는 말세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구원 영생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성도의
자랑할 일이고 필수라고 강론하였습니다.

사랑과 평화교회에도 식품 전도가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푼팔이로 하루 먹는 가정들이 많고 직장이 없는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일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자갈논에 물붓는 격인 가정들이지만 그 흑탕물 그곳에서
아름다운 연꼿이 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다음 주간에는 국수와 쌀을
배달하려고 합니다

7.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1) 코로나 19 로 인해 재택 공부를 잘 인내하여 아름답게 지내왔는데 2022 년 새해를 맞도록
2) 각 가정에 식품을 나누어 주는 일과 전도와 심방으로 교회가 더욱 신앙성숙이 이루어 지도록
3)어려운 중에서도 새로운 일곱번째 개척지가 정해져서 준비가 잘되어 씨를 심고 움이 돋고 꽃이 피도록
4) 막내 딸과 사위가 목사 안수와 선교사 훈련을 다 마쳤는데 선교단체 파송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5) 이번에도 한국서 올 때 전도용품과 학교 교회 사용할 필수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새해 2022 년
전도하는데 필요한 좋은 전도지와 전도용품(한장짜리 달력. 지갑용 전도지 등 )을 만들어 더욱 새롭게
전도하도록
6)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도신경 십계명 강해 공부에 잘 참석하여 성경구절을
필사 할 때에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