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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단기선교팀 도착

말라위 훈련사역 
내년 공사가 완공되면 훈련
사역과 초등학교 방과후 사
역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위
해 기도해 주십시오

1
MALAWI PROJECT 
말라위 PFA Leadership 

Vision Center 건축재정을 
위해 기도 해 주십시요

5
남아공 GTC/ANMC  
남아공 신학교와 열방선교 
교회 사역의 후임자를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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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FOR AFRICA OCTOBER 7, 2022

P.F.A. 2022 하반기 선교 소식지

Malawi P.F.A Leadership Vision Center  
3월 23일 기공예배를 시작 한지 3개월, 비젼센터 모습이 보이기 시작. 
마스크를 벗었다!. 꼭 3년만에 마스크를 벗고 사역을 했습니다. 남아공과 말라위는 서서히 예전 코로나 
이전 모습으로 돌아 간듯 합니다. 지난 6월 단기팀을 이끌고 두주 동안 말라위 음카란조카 초등학교에서 
3일동안 여름성경학교와 마을전도사역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비젼센터 공사에 일꾼이되어 열심히 섬기
고 돌아 갔습니다. 19세 자매로 부터 67세의 권사님과 힘과열정이 넘치는 젊은목사님 모두가 한 마음으
로 이곳 말라위 사역을 혼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천국에받을 상급이 넘쳐날줄 믿습니다.  

지난 8월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신후, 8개월의 안식년? 을 마무리하고 아내와 함께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 왔습니다. 방안에 달력은 2021년 12월 그대로 걸려있고 집안에 먼지가 싸인것 외는 달라진게 없
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8개월 어려움과 즐거움이 함께한 시간 이었습니다. 아내의 헌신으로 어머니
와 함께 시간을 보낸것만도 감사했습니다. 미주에 있는동안 기도로 교제로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

말라위 비젼센터 정문
을 이뿌게…

음카란조카 초등학교 22’ 
VBS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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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28, 2022

말라위 비젼센터 마무리 공사를 위한 건축비용을 위해..  
이번 말라위 선교센터 건축이 마무리공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획보다는 지출이 초과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재 부족과 말라위 화페 하락으로 
인해 수입 구입가격이 올라가 매일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이네요. 이제 내부 공사로 부얶과 
태양열 전기공사, 플러밍, 우물공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계가 지진과 폭풍과 전쟁으
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격고 있는 이때에 건축을 진행해야 하나? 하는 많은 망설
임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조금씩 진행 
하고 있습니다…간절히 바랍오기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1. 우물공사와 태양열 물 펌프 와 물탱크 설치 : $6,000.00 

2. 태양열 내부 전등 및 AC Power 설치 $5,000.00 

3. 예배실및 방가후 어린이 사역을 위한 부속건물 건축비 $10,000.00  

산호세 새누리교회와 시카고 선교팀과 함께한 2022
년 COLLABORATE 여름단기선교 사역   

산호세 새누리교회(손경일목사 시무)와 시카고 레이크
뷰교회(강민수목사 시무) 그리고 메릴랜드 열린문교회
(김용훈목사 시무) 에서 모인 여러자매님들과 함께한 
여름단기선교사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께서 하신 사역이였습니다.
첨보는 얼굴, 나이도, 교회배경등이 다른 형제,자매가 
낮선 말라위 에서 함께 사역을 한다는것이 쉬워 보이
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라위 도착과 함께 우린 모
두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어
진 임무와 달란트 데로  모두가 하나됨으로 수백명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마을을 
돌며 심방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센터 건축 도우미
로 지칠줄 모르는 강한군사로, 매일  아침에는 QT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는 은혜의 시간이
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음카란조카 초등학교가 Mvera 지역
의 모범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출석도 제
일 높은것과, 학업의 질과 학교 시설물등으로 90%아
이들이 가고싶은 학교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
난 단기팀의 헌신으로 주변 마을에 많은 마을사람들
이 이를 기억하며 내년에도 꼭 만날수 있기를 소망하
고 있답니다.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
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MALAWI VISION CENTRE 마무리 공사를  
위해 지난 9월11일 말라위 리드쉽센터 마무리 공사
를 위해 3주동안 다녀 왔습니다. 내부공사를 시작하면
서 적지 않은 건축비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말라위
는 모든 건축자재를 수입에 의존 하고 있기에 남아공
보다 보통 2배가격이네요… 제가 가 있는동안 유류파
동으로 인해 자동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 밤을새우며 
기다리기가 일쑤 였고 자재를 구하여도 딜리버리가 되
질 않아 많은 곤역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
심이 있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
센터 건축을 통해 일자리를 얻어 행복해 보이는 얼굴
을 보았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임을 느끼는 시간이 였습니다’.  2023년 3월 헌당예배
를 기다리며…. 허창식,샌디 선교사드림.

Pay to order Partners for Africa  
Chase Bank 
Acct: 778033089 
Routing number 3222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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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 Malawi Leadership Training Center 전경

센터 본건물 

예배실과 어린이 방가후 사역 부속건물
(내부시설물이 없는 예배공간으로만) 

기초공사중. 

우물 파야 합니다
내부 마무리가 한창

바닥타일이 기술 부족인지? ⅓ 이 깨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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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을 위한 새 주방건축
PFA 선교사 훈련

말라위 CHIFUDU 교회 주일예배

 사진으로 보는 2022년 6월 단기사역현장

VBS 찬양과 율동

Mike 선교사 토요 어린이 예배

이동중에 마을 어귀에서 즉석 버스킹?
찬양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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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선교사 성경시간

단기팀과 주일예배 시간 하루 일당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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