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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Juarez 멕시코 사역 보고 

안녕하세요? 이성수 & 이은희 선교사 부부 인사 드립니다. 혼동과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었던 한해였지만, 감사 
절기를 맞아서 여전히 씨앗은 부족한 일꾼이 뿌리지만, 넉넉하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
니다. 생각해 보면 2021년 상당부분을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지냈습니다. 매번 만남 때마다 작지만 반가운 얼굴
들을 마주 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쁨이 있었네요. 때로는 새로운 배움으로, 답답한 
마음과 가슴을 펴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부
부는 다음과 같은 사역으로 척박하고 외로운 마음의 밭들을 일구는 은혜가 있었음을 나눕니다.  

• 후아레스 소재 온누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강의 (온라인, 2020/21 봄학기 10명 학생, 2021/22가을학
기 13명 학생) 

• 후아레스 소재 Saturday 신학교 강의 (대면, 2021년 봄학기 6명 학생) 
• 후아레스 소재 모퉁이돌 교회 2박3일 내적치유 미니 세미나 인도 (2021년 3월말) 
•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 섬김 (2021년 6월) 
• 토레온 지역 “우리 하나님” 컨퍼런스 청소년 대상 골로새서 주제 강의 (2021년 10월, 100여명 참석) 
• 온누리신학교 동문회 창회 및 선교네트워크 조성 고문으로 섬김 (2021년 7월부터, 현재 170여명의 회
원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중, 참고로 졸업생들은 멕시코내 5개 지역, 중남미 1개 지역으로 그
룹을 형성하는 중) 

• 온라인 16주 성경통독 인도, 2 차례: 멕시코 평신도 30명 대상 (2021년 1월-5월) & 파라과이 신학생 36
명 대상 (2021년 7월-11월) 

• 대면 성경통독 3박4일 수련회 인도 (아과스깔리엔떼스 소재 포도원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31명 
대상, 2021년 8월말) 

• 포커싱 리더 세미나 (남녀 사역자 9명 대상, 8월초 1박2일 워크샵 이후 월1회 만남으로 진행 중 2022년 
2월까지) 

• 현지인 대상 주간 (화, 수, 금)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 (마가복음 발견하기 1-2권, 느혜미야 발견하기, 
현재 크리스마스 선물 발견하기) 평균 35-50여명 꾸준히 참석 

• 15명의 현지인 목사님들과 “구름기둥, 불기둥” (토저 목사님) 북클럽 인도 (2021년 8-10월까지)  

늘 기도로 품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작지만 위의 섬김을 통하여 소복히 쌓여가는 감사의 향기와 눈물의 간증 이야
기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성수, 이은희 선교사 부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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