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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년말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우 바쁜 나날들입니다. 12 월 1 일부터 성탄행사가 

시작됩니다. 어른들을 위한 성탄 예배, 청소년 성탄예배, 어린이 성탄예배, 교육기관 성탄 

예배, 선교단체 성탄예배등이 있습니다.  

     12 월 2 일에는 WP 선교단체 성탄예배가 인근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선교사들과 

스탭과 후원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지인 선교단체 WP 선교회 성탄예배)          

     12 월 5 일에는 자카르타를 떠나서 깔리만딴섬으로 선교여행을 떠나서 끄따빵지역의 

깔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리누스목사집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글의 집에 

숙박을 하였습니다.  

 

 

 

 

 

 

 

(깔리만딴섬의 깔람교회)                (깔람교회 저녁 에배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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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 아침에는 새로 개척한 쁜다마르 인다마을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쓰지않고 있는 헌집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수리해서 깨끗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칼빈목사가 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쁜다마르 인다 교회)                      (교회안에서 인근교회 목회자들과 기도회) 

 

 

 

 

 

 

(쁜다마르마을 전경)                     (오토바이 가게)    (야자나무 밑에서) 

6 일 낮에는 단중아삼교회를 방문하여 교인들과 점심을 나누며 교제를 하였는데 

단중아삼 교회는 오래전에 나무로 지은 목사관이 다 허물어져서 새로 목사관을 건축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단중아삼 교회 교인들)                   (새로 건축할 목사관 부지에서) 

6 일 밤에는 빵깔란 수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동네에는 이질목사 사모님이 목 

밑에 혹이 크게 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수술을 해줄수 있는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빵깔란수까 교회 예배후)       (목밑의 혹을 수술하려는 이질 목사님 사모님) 



 8 일에는 끄따빵시의 안디옥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과 학교 발전을 위해 의논을 하고 

밤에는 안디옥고교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디옥고등학교 교회 성탄예배)             (성탄예배에 찬석한 교인들과 학생들) 

  

    10 일에는 깔리만딴섬 선교여행을 마치고 11 일에는 종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12 월 22 일에는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 빈민 입양아동들을 초청하여 수련회 겸 

성탄행사를 하였습니다. 약 70 명의 입양아동들과 부모를 초청하여 오전에는 예배와 

성경공부와 기도회와 레크레이션을 하고 푸짐한 점심을 대접하였으며 오후에는 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으며 집에 갈 때는 

성도들이 헌금해 주신 성탄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깔리만딴섬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과 

입양아동들 55 명에게는 성탄선물을 지역 목회자가 구입하여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탄절 특별 모금을 하여 코로나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깔리만딴섬의 정글교회 목회자 55 명과 WP 선교회 선교사와 스텝들 37 명과 안중안 산학교 

교수 및 스탭 24 명, 안디옥 고등학교 교사 및 직원 16 명에게도 성탄 보너스를 나누어 

주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기도 입양아동 초청 성탄행사 중 예배)       (레크레이션) 

 

 

 

 

 

 

(그룹별 성경공부)          (그룹병 성경공부)            (멕도날 도시락 점심식사) 

 



 

 

 

 

 

 

  (성탄선물 나누기)                           (성탄 선물받고 기뻐하는 빈민 아동들) 

 

12 월 24 일 아가페 교회 성탄전야 예배에는 종골교회 스페판군과 함께 섹소폰 연주를 

했고 12 월 25 일에는 종골교회 성탄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점심때는 아가페교회 교인으로  

경찰간부인 시마뚜빵씨가 점심을 초대하여 교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월 31 일 고린도 교회 송년예배에서도 섹소폰 연주를 하며 성도들과 예배를 드렸고 . 

1 월 1 일 신년예배에는 아가페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가페교회 성탄전야 예배에서 섹소폰 연주) 

 

 

 

 

 

 

 

(아가페교회 성탄절 예배)                 (아가페 교인들과 성탄절 점심을 나누고) 

 

1 월 4-7 일에는 서부자바의 반둥에서 교단 선교사 수련회를 가졌고 1 월 15-17 일에는 

한국의 합신 신학교 단기팀을 맞아 자카르타 지역 사역을 소개하고 WP 선교회를 방문하여 

소개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 World Partners 현지 선교단체 소식> 

현지 선교단체인 WP 선교회에서는 2012 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11 회에 걸쳐 80 명의 

현지인 선교사 후보생을 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훈련받은 80 명의 훈련생들 중에 36 여명이 

10 개국에 파송 되었고 20 여명이 앞으로 파송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WP 선교회를 통해 파송된 선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캄보디아 4가정과 독신 1명, 라오스 1가정과 독신 4명, 인도 2가정, 요르단 1가정, 키르키스탄 2가정, 

태국 2가정, 베트남 1가정, 스리랑카 1가정, 마다가스카르 1 가정, 미얀마 독신 1명 (총 15가정과 독

신 6명 총 36명 파송)   

지난해 9 월부터 11 회 현지인 선교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3 월초에 수료를 하면 

아시아 여러 나라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파송교회와 후원자가 잘 연결되어 파송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현재 훈련받고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 

  

끝으로 저희 가정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조은숙선교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회복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고 저만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교사의 소화불량과 불면증등이 잘 치유되어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용이 가정은 독일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용이는 삼성 계통의 회사에 

취직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제목>  

1. 개척된 40 여 교회들이 부흥되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종골교회가 회교도의 방해가 없이 예배 허가가 잘 나오도록, 

개척한 교회들이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안중안신학교, 안디옥기독고등학교가 좋은 교수진과 교사들이 확보되고,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좋은 후원교회들이 연결 되도록  

3. 기도입양이 계속 잘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장학금 후원을 받게 되고 입양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공부와 믿음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4. World Partners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파송 된 30 여 명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언어를 잘 배우고 선교사역을 잘 하도록, 현재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현지인 

선교사들이 후원교회를 잘 만나고 잘 파송 되도록  



5. ‘바이블 타임’과 성경암송 책이 잘 보급되고 빈민 지역과 고아원에 보급할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있도록  

6. 5 월 15-19 일까지 자카르타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성장세미나가 열리는데 5 명의 

한국강사님들이 잘 오고 현지인 목사님 100 명이 모여서 은혜스러운 집회가 되도록  

7.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특히 조은숙 선교사의 소화불량이 잘 치유되어 

예전처럼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용이 가정과 선용이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축복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안성원, 조은숙 선교사 올림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 송금처  

 

GP USA Office :  Tel : 1-714-774-9191 

Address : Global Partnars 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