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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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 어려움 중에 저희 가족들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5 만명이상 나오다가 요즘은 많이 줄어서 매일 

3 천명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매일 2,000 명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150명정도로 줄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5월말 백신을 맞으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지난 8 월 17 일 2 번째 백신을 맞고 10 월 29 일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개척 소식>  

자카르타 인근에 4 번째로 회교 마을에 개척한 종골교회는 다행히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현지인 다비드전도사님에게 이양을 해서 이제는 제가 없어도 자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 월에는 다비드전도사님이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주일에는 대면예배를 드리며 

주중에는 구역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9 월 5 일에는 교회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린도교회와 아가페교회는 대면예배와 유튜부 중계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가페교회 뻬뜨루스목사님 부부와 종골교회 다비드목사님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되었습니다.  

 

 

 

 

 

 

(종골교회 허가추진위원 임명)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교회 허가를 위한 금식기도회) 

 

 

 

 

 

(다비드전도사 목사 안수식)     (종골교회 구역 모임)            (구역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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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리만딴섬에 개척한 교회들도 이제는 대면예배를 드리며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깔리만딴섬의 수까다나 교회는 한국의 성도님이 일부 후원을 하여 교회 옆에 목사관 

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리암교회도 코로나로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쁘사구안 교회는 상가건물을 예배당으로 쓰다가 새로 땅을 

구입하여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관 건축중인 수까다나 교회) (교회 건축중인 리암 교회) (교회 건축 시작한  쁘사구안 교회) 

 

<안중안신학교 소식> 

안중안 신학교는 6 월 17 일에 지역교회 실습을 위해 4 학년생을 파송했습니다 

7 월 13 일에는 5 년간 신학공부를 마친 신학생들이 졸업식을 하고 목회 현장으로 출발 

했습니다.   

 

 

 

 

 

 

(목회 실습을 위해 지역교회로 파송된 4 학년생)      ( 2021 년 신학교 졸업생들) 

 

< 안디옥기독고등학교 > 

안디옥고등학교는 지난학기까지 비대면으로 숙제중심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번 학기에는 

일부 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시장에서 가구상을 하는 아찌부인이 

기숙사에 쌀을 보내주어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래 사진 : 안디옥 고교 기숙사 학생들) 

 

 

 

 

 

 

 



< World Partners 선교단체 소식 > 

World Partners 현지 선교단체는 5 개월간의 선교후보생들 훈련을 마치고 제 10 기  

수료식을 했습니다  10 명의 선교사후보생들이 수료했는데 앞으로 파송교회와 후원자를 찾으면 

인도, 스리랑카, 터키, 이집트, 캄보디아, 라오스, 네델란드, 태국, 등으로 파송 될 에정입니다.  

9 월 30 일부터 10 월 5 일까지는 동부 자바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 개인전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 10 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 선교사 후보생 전도 훈련 ) 

 

< ,WP 선교사 해외 활동 사진들> 

 

 

 

 

 

 

 

 

(라오스의 임마누엘 선교사 이웃 주민 초청)  (캄보디아 하르모노 선교사 어린이 예배) 

 

 

 

 

 

 

 

 

카르키스탄 디나르 선교사 어린이 초청 모임)   (인도 해피 선교사 어린이 예배) 

 



< 코로나 구제 활동 소식 >  

   8 월 2 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종골교회와 아가페 교회, 반따르그방 교회 

교인들 약 60 가정에 쌀, 라면, 식용유, 설탕, 홍차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2 차례 구제품을 

전달했고 금년 5 월에 3 차로 전달하고 이번이 4 차 구제품 전달입니다.  

 

 

 

 

 

 

 

 

< 기도 입양아동 소식 >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고등학교 졸업까지 장학금을 주고 신앙을 지도하는 기도 

입양운동을 15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3 년전부터는 대학교까지 공부시키는 기회를 

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장학생은 15 명입니다. 

발레리(연세대학원 진학), 티오파니, 수반디, 에피, 뿌뜨리, 안젤, 스테파누스, 조이스, 안드레, 

훼브리, 빅토르(자카르타국제대학: 이용규선교사가 자카르타에 세운 대학) 바네사, 비비안, 

다니엘, 하나니(일반 대학 진학) 

 

 

 

 

 

 

 

(금년에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진학한 장학생들 : 빅토르, 스테판, 조이스, 엔젤, 훼브리 ) 

  

< Bible Time 성경읽기책 보급 소식 > 

성경일기 운동을 위해 5 년전부터 월간 성경읽기책 BIBLE TIME 을 매월 2000 권씩 인쇄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구독이 중단되었지만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이 더 되면 더 많은 정글 지역 어린이들에게 성경읽기책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 권 보내는데 1000 원이며 1 구좌 만원이면 10 명의 어린이에게 

성경 읽기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 5 월에 선교지에서 사역하던 중 

주변의 현지인들에게 코로나가 많이 전염되어 한국으로 와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는 

10 월 29 일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내 조은숙선교사는 소화불량과 불면증이 

있고 면역력이 약해서 당분간 한국에 있을 계획입니다. 의용이 가정은 독일에서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속히 마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도록, 손녀 승아와 

지난 7 월에 태어난 손자 노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선용이는 직장을 갖게 되어 일하고 

있으며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원 조은숙 선교사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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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도록,  

2. 안중안신학교, 안디옥 기독고등학교가 좋은 교수진과 교사들이 확보되고, 후원자들이 

확보되어 잘 운영되어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학생들이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고 속히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3. 기도입양 아동들의 장학금이 잘 모금되고 입양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장학금을 받고 있는 65 명의 학생들이 공부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4. World Partners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파송된 30 명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도록, 현재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16 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후원 

교회와 후원자를 잘 만나서 파송되도록 

5. 월간 성경읽기책 ‘바이블 타임’이 잘 보급되고 정글 지역 아이들과 고아원에 보급할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확보 되도록  

6.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특히 조은숙 선교사의 소화불량이 잘 치유되어 체력 

회복이 잘 되어 예전처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의용이 가정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용이도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의 축복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후원 교회와    

후원 성도님들을 코로나 질병에서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2021 년 10 월 15 일             

안성원, 조은숙 선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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