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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은 우리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점검하게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사역과 소망들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멕시코와 바하 켈리포니아 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마약조직의 무차별 방화와 발포로 인해 이틀동안 모든 공공교통과 대학교 강의까지 

휴강을 하는 공포와 위험한 순간들이 멕시코의 국경도시들과 특별히 저희의 사역지인 바하 켈리포니아 

주 5개 도시(티후아나, 떼까떼, 로사리또, 엔세나나, 멕시칼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치안유지를 위해 즉시 군인들을 보내어 일반적인 

평온은 되찾았으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게릴라식 총격과 습격을 우려

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팅센터와 중요한 지역들에는 군대가 주둔

하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티후아나 시는 500명의 군인들을 배치하고 특별하게 치안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철수하거나 혹은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때 까지는 단

기선교팀의 방문을 자제하고, 벧엘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선교 

활동과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2. 여름성경학교 (VBS).  
   팬데믹 감염이 다시 증가하여 단기선교팀 방문이 주저되는 기간임에도 2개교회 단기선교팀이 여름

성경학교 지원을 위해 티후아나를 방문하셨습니다.  대면모임의 제한속에 3개 교회(벧엘 교회, 좋은 길 

교회, 기도의집 교회)를 선택하여 VBS사역을 했습니다. (7/3-6.  7/25-29) 

   

 산동네에 위치한 BUEN CAMINO (좋은 길) 교회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교회로 이어지는 길이 깊게 

파여 돌무더기를 이루고, 희뿌연 흙이 뒤덮어 있어서 자동차의 바퀴를 헛돌게 하고 앞을 분간할 수 없

을 정도의 먼지를 4일동안 뒤집어 씌게 하였습니다.     

 예수십자가로 만난 어린 영혼을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후원 Check to GP-USA (Young Wan Park)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GP-USA    Tel :714-77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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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회자세미나 (Seminario Pastoral 2022) 

 팬데믹의 영향으로 2년반 동안 공백을 가졌던 목회자 세미

나를 개최했습니다. (8/27)  

어려운 때 일수록 목회자의 영성을 훈련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설교하는 일을 돕기 위해 “강해설교 클리닉”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90명의 목회자부부와 설교자들이 열성적으로 8시간의   

강의에 참석해 수고의 땀을 흘렸고, 티후아나 벧엘선교 교회

는 자체적으로 재정과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4. 세례식  
  대면 예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3명의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8/28)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5. 기도제목 
 1) 멕시코와 바하켈리포니아 주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범죄 조직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 벧엘선교센터를 통해 멕시코 교회들과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들에 동역할 교회들을  

   보내 주소서. ( VBS 교사 강습회 사역  청소년 연합예배 및 캠프사역  목회자 세미나 사역  

     차세대 장학사역 ) 

 3) 티후아나 “선한목자국제신학교” 건축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9월 12일에 시작 

되는 국제신학교 2학기 강의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학생들을 보내 주시도록.   

 4) 티후아나 “선한목자국제신학교” 사역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 주시도록. (학장, 교수, 동역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9)   

바울의 권면과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멕시코 티후아나 시에서 박영완, 정기영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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