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ce Theological College 1회 졸업생 
2019년 4월에 시작한 신학교. “신,구약 1,2, Bible Study Methods, Spiritual 
Life, Preaching, Teaching Method, Doctrine Survey, Church Ministry 
Church History, Doctrine Survey, Mission and Evangelism. 이슈 하고 4월
24일 첫 16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습니다. 
미국 다녀온지 벌써 두달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방문을 하게 되어 마음적으로 
많이 힘은 들었지만 다행히 백신접종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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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Chilemba 
선교사후보 현재 ANMC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Joshep Kusowa 
선교사 후보 ANMC 찬양
팀으로 섬기고 있는 선한
청지기.  

Ryghton/Madalo 
ANMC 교회내 첫 커플 탄
생. 말씀안에서 서로 사랑
하며 백년회로 하길.. 화려
한 아프리카 결혼 장식.

선교사 훈련 
선발된 두명의 선교사 훈련
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모두 낙오 하지 않고 잘 
훈련을 마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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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김토성선교사 
아직도 암투병중인 남광우선
교사 아내 민수정사모님과 
김토성선교사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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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WI SCHOOL PROJECT  
말라위 초등학교 급식과 농
장개발, 학교시설물 보수공
사, Bible Class 신설을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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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 2021 상반기선교소식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작년 12월 아내가 감염 된후, 후유증으로 인
해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미주에서의 쉼을 통해 많이 
회복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회 신학생 15명이 학업
을 시작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 하는 신학생들이 낙오자 
없이 말씀공부에 전념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alawi School Project  
PFA 1호 현지인 선교사 선교사훈련과 파송 

남아공은 아직도 하루 감연자 수가 3000 여명을 넘어
가고 있으며 3차 대유행을 예고 하고 있는 중에 교인이
나 학생중에 감염자가 나올까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가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생중에서 4
명이 말라위 선교사 헌신자가 나왔습니다만, 형편상 두
명만 훈련시켜 파송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자신
들의 생계인 직업을 그만두고 full time boarding 훈
련에 차질없이 잘 마쳐고 고국의 복음사역을 위해 헌신
하는 두명의 사역자들이 사단의 방해에 넘어지지 않도
록 관심과 기도가 많이 부탁 합니다. 현지인선교사 파
송에 장점은 “언어훈련과 문화적응 없이 현장사역에 투
입 바로 이루어 지는 장점과 선교비후원이 한인선교사
들 보다 절감 할수 있습니다.  장기후원을 위해 B.a.M 
도 아울러 계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작
은 후원이 사역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 해봅
니다.

“Funeral Service at the 
Street” 

저희 ANMC 교회교우들은 90%가 고국인 말라위를 
떠나 이곳 남아공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 들입니다. 타국에서의 삶이쉽지 않음은 저
희 미주 이민자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이
곳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시신은 고국에 뭍혀야 하
는 장례 문화때문에 시신 운반을 말라위까지 옮겨야 하
는 장례비용으로 인해 유가족은 빛에 시달리며 살아 가
야 하네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지못하
는 관계로 집앞길에서 많은 동네주민들과 천국환송예
배를 드렸습니다. 이또한 백신덕분에 장례예배를 집례
할수 있어 감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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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WI PRIMARY SCHOOL FEEDING MINISTRY 
“말라위 초등학교생 1000여명에게 매일 점심 배식이 잘 이루어 지고 있어” 

감사하게도 모 권사님과 자매님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매일 말라위 초등학교 전교
생 1070명에게 배식을 하고있습니다. 적은 강냉이 죽이지만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말라위 PFA 의 코디네이터 루사스 교장선생님의 열심으로 
잘 운영해가고 있고 작년에는 학교 옆 밭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이달에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인해 더많은 학생들이 한끼라도 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Malawi Project 을 위해 다음달 말라위를 방문하여 구
입한 땅과 농장과 학교를 둘러 보려고 합니다. 저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 해주
십시오. Malawi Project 1. 교실개선,학업 환경시설 개선  2. PFA Malawi 
Mission Home 건축.



A.N.M.Church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조금씩 성
장하고 있습니다. 개척4년째 이지만 몇몇의 청년들과 
자매들의 헌신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이
곳 저곳에서 보이기 시작 합니다. 올 해부터는 저희 교
회와 신학교에서 훈련 받은 마이크 전도사님을 새로 임
명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선교사 훈련이 마치면 말라위로 파송 받아 떠나지만 이
곳에서 잘 훈련 받아 고국에서 좋은 선교사로 성장해 
갈 수있도록 열심히 교육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프리카를 사랑하시는 선교의 동역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꼭 사역19
년차가 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
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아프리카 사역에 
적지 않은 열매를 하나님께 들릴수 있었음을 고백 합니
다. 이제 저희 부부 사역의 종착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나 주께서 힘주시는데로 최선을 다해 사역 
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 사역하고 있습
니다. 바라기는 저희 PFA 를 통해서 많은 현지인 사역
자들이 배출되어서 아프리카를 변화 시키는 작은 힘이 
되길 기도 합니다. 남아공에서 허창식,샌디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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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ation Mission Church 사역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수 없지만 한영혼은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PFA Slogan)

미주 PFA  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20년을 넘게 미주PFA 대표로 섬기
시는 이경옥집사님께서 그동안 재정관리와 후원관리까지 섬겨셨든 사역을 시카
고 레이크뷰 언약교회 유년부전도사님으로 계시는 나승은 전도사님께서 PFA 
코디네이터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승은 전도사님께서 
재정관리와 선교동원사역을 미주에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제 2회 GT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금요일 성찬예배

농장에서 추수한 옥수수 위에서

후원및 단기선교문의 pfaevelyn@gmail.com/ (408) 21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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