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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ng in Mexico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께

할렐루야! 만물이 무르익는 가을, 열매맺는 추수의 계절, 영혼의 추수 시기가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Mexico 정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서 동성애 지지의 움직임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다가 쿠바에서까지 금지됐던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고, 카톨릭 교황까지 동성애 포용 정책을

내놓으며 교회가 악과 어둠에 대항하기는 커녕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통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온전히 서 가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곳 Mexico를 향한 기도와 협력에 감사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 4:5)

(기도제목)

● Ensenada 다니엘 목사님이 고아원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계신데

목사님 가정의 수고와 헌신에 기도가 응답되어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 떼삑에 있는 Pedro 목사님 전도의 결실이 날마다 있게 하사 실망치 않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일거리를 주사 더욱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 루삐따 전도사님의 미니벤을 위한 기도가 상달되어 속히 응답받게 하소서.

● 알콜 중독, 마약, 도둑질, 술에 취하면 길거리 아무데서나 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하여 주의

종이 된 이후로 한번도 술취하지 않고 신실히 목회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메뇨 목사님이 얼마전

득남해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 Pepe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 옆에 있는 카톨릭 교회와 사이가 안 좋아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데

목사님께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사 실망치 않고 늘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담대함을 갖고 살게하소서. 신학교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뒤로)



멕시코 이사라  2022년  12월 ~ 2023년 2월 기도편지
연락처: P.O. Box 1482, Tecate, CA 91980
Tell: 52-665-136-0651  Cell: 657-271-5232  Email: tecatesarahlee48@gmail.com

● Gonzalo 목사님 교회의 광장선교, 감옥선교를 축복하사 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 마토바 교회가 마약으로 장악된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 막내 레오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려는 비젼을 붙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우소서.

● 이사라의 건강과 열방을 위해 한국의 복음통일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새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주성령 하나님의 인도따라 나가게 하소서.

Mexico Tecate 이사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