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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교사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이 선교사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안타까운 것은 Africa는 파송 국가, 경제 위기로 생활비를 잘 송금하지 못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처럼 ‘믿음있는 선교 사역’ 못해 귀국한다. GP 선교회는 이미 소속된 ‘선교사
정년제를 폐지’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정년제기 70세가 실시되는데,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정년이라고 ‘파송 중지’를 통고하고 ‘선교 지원’을 중단하든지, 협력 선교사로 강등시키는데, 통과를
방관한 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반대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 한국 선교계가
세계 모델이 될 꿈이 사라져 버렸다. 미국 L.A.에 있는 O 한인 교회도 실시하여 피해입은 어떤
선교사는 기도 시간에 ‘다음 담임 목사님 때는 선교사 정년제가 없어지게 하소서’로 기도드리는데,
‘선교의 대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 아멘!
저는 매년 갖는 ‘정기 건강 검진’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미국을 일시 방문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제목은 의사가 ‘이전에 검진, 치료한 것들에 완전히 건강해 졌다’ 격려해 주는 말을
했기에, 일들을 마치고 지난 6월 18일에 LA를 출발했습니다.
Africa 신학교에 매년 4명 이상 교수를 보냈지만, 비행기 요금이 너무 비싸서 신학교를 임시로 맡고
있는 브라질 여자 선교사가 시골에 있는 ‘츔베 신학대학’ 교수들과 강의를 교섭하고 있는데, 이유는
석사 학위 소유 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초빙되도록 기도하셔서 신학생들이 영적 교감이 향상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비행기 요금이 이전처럼 회복되어 브라질 등지에서 교수들이 정상적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frica 신학교 교수의 원만한 파견을 위해 운항을 중단한 Morroco 항공 회사(비행 시간, 요금이
적당)가 취항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점으로 운항하는 폴투갈 항공사, 비행기 요금이
비싸기 때문입니다.(이전에는 1,700불었지만, 현재 2,800불)
상파울 신학교 재학생 2명이 Africa 선교의 꿈으로 기도하는데, 근무하는 병원 일에 얽메여지 않고,
파송 교회 기도, 후원아래 조속히 출발해 언어학교, 성인학교가 새롭게 개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1명(간호대학 졸업)은 Senegal 보건소, Bissau 국립 병원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frica, 신학교(S.T.A.) 학장, Antonia 목사 부부가 브라질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데, 저가 선교회
대표와 만나 신학교 형편을 설명해 그를 다시 현지로 귀임할 수 있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 부부가 걱정한 일(지난 번에 있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이전처럼 현지 교회
들을 방문해 ‘학교 선전’을 겸한 말씀 증거로 학생 숫자도 증가되면서, 현지 정부에서 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학사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개혁, IBR, 신학교는 현지 교회의 부흥으로 각 교단 신학교들이 계속 설립되고 있기에 안타
깝지만, 새로운 계획을 위해 임시 휴교를 결정했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에 출석하는 신학생은 축소 되지만, ZOOM으로 강의에 참석하는 자들이 몇명

있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약 25만개 교회로
들이 질적, 양적 성장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가되는 현지 교회와 신학교

Afrika, MK 학교 건축은 ‘약 80% 단계’인데, 건축 감독은 3만불이 필요히다는데, 완공까지 재정이
충족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완공 후, 뒷편에 있는 대지 (35M X60 M=2,100평방미터)에 담장을 쌓고
흙으로 메워 우기철에 피해가 없게 할 갓이고, 부정 부패(공사 기간 중, 정부에서 파견된 공사 감독
자가 뇌물을 요청함)가 없고, MK 어린이가 국가에 기둥이 되는 인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가
기도드리는 것처럼 ‘MK 어린이가 신학교 졸업후,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할 때면 사역에 은퇴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www.abrako.com)
[기도 제목]
1)신학교가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인재들’을 많이 허락하소서.
2)선교사로 헌신하려는 Ana와 Erika가 병원일에 얽메이지 않고 현지로 출발이 될 수 있게 하소서.
3)Africa의 MK 학교, Academia Abrko의 건축 공사가 완공까지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소서.
4)브라질을 비롯한 세계의 코로나, 오미크론 질병들이 빨리 없어지게 하소서
5)후원 교회, 후원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 내려 주소서. (아래 사진 있음)

Bissau, MK 학교 건축, 현재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