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온누리교회�파송/협력�선교사�

2021년�연간�사역보고�및�
신년계획�




*보안국가에서�사역하시는�분들의�정보도�있으니�다른�곳에�공유하는�것을�금지합니다.��



2021 ANC온누리교회 선교사 파송 현황 (32가정 54명, 16개국)
As OF 12/10/ 2021

파송선교사 (17가정 29명, 12개국)
1. 정00/정00 (C국)   
2. 이00/이00 (NK국)  
3. 서00/서00 (M국)  어린이 도서관 및 어린이 사역
4. 정00/정000 (I국)  중고등학교 및 신학교 운영
5. 김미숙 (일본)  현지교회 협력, 후쿠시마 피난민 전도
6. 김정룡/성정숙 (캄보디아) 제자훈련, 교회개척
7. 유0/김00 (K국) 학원, 대학사역
8. 유교회/유시대 (P국) 교회 및 신학교   
9. 정광섭/정사라 (우크라이나) 학교, 교회, BAM
10. 이성수/이은희 (멕시코 후아레스) 신학교 졸업생 지원, 지도자 양육
11.  이상원/이은희 (북미/미시건) 라티노 교회 개척
12. Gabriela Tijerina-Pike (멕시코 후아레스) 신학교 학장
13. Alex Shin (멕시코 후아레스) 신학교 교수
14. 강혜경 (비거주) 선교사 멤버케어 
15. 이준성/이석화 (본부/비거주) 비젼800 네트워크, Vision800 Global
16. 허영순 (필리핀) 신학교 지원, 선교사 케어
17. 강인호/엄상미 (본부) Vision800 Global   

타민족 파송선교사 (5가정 6명, 3개국)
1. Bertha Mendoza Arreguin (S국) 의료사역
2. Blanca Monserrat López Mora (K국)  학교 교수 사역
3. Jaime Gerardo Ramirez Jara/Aydee de la Llata Ayala (L국)
4. Silvia Cristiana Cruz Aguilera (파송대기)
5. Sharok (T국) 난민 교회개척

협력선교사 (7가정 14명, 5개국)
1. 류기종/고유선 (캄보디아) 교회개척    
2. 정사무엘/권사라 (T국) 교회개척, 제자양육 
3. 김샘물/김하나 (T국) 교회개척, 기도의 집
4. James Lee/Barbarita Lee (멕시코 꿰레따로) 대학 캠퍼스 전도 
5. 지은수/이민정 (태국) 소수민족 교회개척, 지도자 양육
6. 유익상/Helen Rhyu (스페인) 신학교
7. 성낙서/황희성 (멕시코) 아버지/어머니 학교

선교사역 장로 (3가정 5명)
이병무/이종민(N), 윤광열/윤기숙(본부), 조영(본부)

협력기관 (5개)
1.  Juarez seminary (Seminario Todas Las Naciones)
2.  Vision800 Global
3.  SOSI
4. Silk Wave Mission (SWM)
5. Institute for Asian Mission(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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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연간�ㅅㅇ보고서

ㅅㅇ지�(국가�및�지역명)
ㅂㅎ�라진시

담당선생님
이00/이00

2021년�주요ㅅㅇ�내용�
(예:�각종�세미나,�단기ㅅㄱ,�
ㅅ련회,�긍휼ㅅ역�등)�
*꼭�알리고�싶으신�중요한�몇�가지
만�기록해주시면�됩니다.�

1)ㅂㅎ에�들어갈수�없는�상황이어서�ㅂㅎ�라진에�소재하고�
있는�대동회사를�위해�펀드레이징�(유럽�ngo단체)�
2)ㅂㅎ�대동회사�동역자들과�지속적으로�줌미팅을�하고�회
사관련�상담과�회사�일들을�결정�
3)한국에서�할수�있는�ㅂㅎ�사역들을�시작하고�있습니다.�
HNK�라는�단체를�조직하고�이곳�한국�에서�할수�있는�ㅂㅎ�
관련�사역들을�하고�있습니다.�(북향민들�반찬사역,�기도순
례사역-거제도�)�

2022년�주요�ㅅㅇ계획

북향민�다음세대�방과후교실과�멘토링�사역,�
북향민�반찬사역�동역과�펀드레이징,�
기도순례사역�
ㅂㅎ을�위한�네트워킹�컨퍼런스�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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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M국

담당선교사
서00,서00

2021! "#$% &'

((: )* +,-, ./01, 
234, 56$% 7)

*8 9:; <=> ?#@ A BC
D /EF"GH IJK. 

1.어린이 독서실 운영 
   -초등학생,중학생들이 학교 등교 전이나 하교 후에 
    들러 학교 숙제를 하든지 책을 읽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있으나 집에 
     인터넷이 없는 아이들은 독서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공부를 함 
   -자주 오는 아이들 위주로 개별 관리를 함

2.한국어 클래스 운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반을 3클래스 운영하고 
     있음(현재 10명) 
   -개별적으로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가족들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도모할 예정임 

3.방과후 교실 운영 
   -초등학생 위주로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있음

2022년 주요 사역계획

1.방과후 교실을 정원 10명 멤버십으로 하여 부모로 하여
금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 또한 가족
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도모해야 함-교사 추가 필요함 

2.영어 클래스 오픈 예정-교사 필요

3.중학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 예정 

4.아이들의 가족들과 관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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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일본 후쿠시마 

담당선교사
김미숙

2021! "#$% &'

((: )* +,-, ./01, 
234, 56$% 7)

*8 9:; <=> ?#@ A BC
D /EF"GH IJK. 

동일본지진이후 10년이 지났다. 올해 10주년은 예년과 달
리 위령제가 아닌 이와키교회에서 처음으로 추도식 기념 
모임을 가졌다.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말보다는 아픔의 현
장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이었다. 사랑은 말이 아닌 몸으
로 행하고 몸으로 보이는 것 같다. 추도식에서 마스이 목
사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전
하셨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
며 나의 베옷을 기쁨으로 띠 띠우셨다’ 주님은 우리의 슬
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들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도록 창조하
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끝없는 사
랑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목도한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지역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공
원에서 그림성경이야기를 전하며 할렐루야 어린이 클럽
을 통하여 아이들을 섬기며 어린이 전도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며 마음을 쏟고 있다.  

2022년 주요 사역계획

1. 목요 가정교회 
2. 금요 호코리 카페 
3. 침구치료 사역
4. 할렐루야 어린이 클럽 
5. 타마가와단지 공원에서 어린이 전도 

(그림성경이야기) 
6. 이와키 교회 70주년 기념 전도집회와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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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M $%N;O

PQ01$ 김정룡 / 성정숙 선교사 

2021! "#$% &'

((: )* +,-, ./01, 
234, 56$% 7)

*8 9:; <=> ?#@ A B
CD /EF"GH IJK.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상반기에 쌀을 25명씩 200명에게 나
누어 주었습니다.  (1년 2번) 실시 계획 요망 

-로고스 비젼 국제 학교는 코로나펜데믹으로 유치원 졸업식을 1
년 뒤에 할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늦음의 시간을 나눕니다.  

-라방1교회는 사역자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도회와 전략미팅
을 가졌습니다.  

-코로나이지만 가정교회 방문과 교회 개척에 발을 마추어 썬짠디 
전도사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전도에 앞장서고 있다. 

2022! "# $%RS

1. TUT VWX3 YZ/(2[, 9[ +,- \G) 
2. ]^ +,- (4[, 11[ +,-) 
3. $_` a-b/ (22! 5[, 12[/ 1! 2c \G) 
4. de-f: >g1 hijkl mn 
5. 14 op qrs tnu vM (w 
6. x" [#T/ y4 z{ |} 01(~�� ~�� ~�) 
7. �;� k� �Vg1 n� ��U4(2o[14) 
8. 10o 14� 5o /�� y4 $%(/�4u ��) 
9. �:��$- >g Ug� 1g! ��g/ C� 
10.  �N��/ @� �! �� 1� ��. ���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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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ㅅㅇ보고서

ㅅㅇ지 (국가 및 지역명)
¡�

담당선생님
¢ £¤¥¤¦0§

2021! "#¨© &'¤
((: )* +,-, ./¨ª, 
¨34, 56¨% 7)¤
*8 9:; <=> ?#@ A BC
D /EF"GH IJK. 

© ANC ./01 (`{, 56, 1«) 10.9~19¤
- ¬® ¯�, ¬/° ±$, ²³" ´$ 7 8µ¤
© ANC ./01 (g1�/¶$, ·:�¸ ¹�+,- 
7), ¦±2 º$¤

© Ug »¼0 ½¾¿ÀG UY 56$%¤
- �� ÁÂRÃ 150µ mV (¿�- +� V¶) 2ÄÅ¤
© ¢£, ¦0§ 01$ CIS C% @Æ01ÇÈÉ� ÊB )¤
© UgMOU: ³ËU, ÌOU 7 �&Ug 2Í MOU¤
© >�Î �g : 7ogÏ 246µ (2Ð/j Ug ÑÒ: CÓ
F 8lÔO ÕF 3.R ÖY ×�Ø Ù (w¤
© ÚÛÜ         : 4ogÏ KIUC 103µ¤
© 01$ Ý�: CCC ?�01$ 3Æ, YM Þßd� 01
$, ANC ß�à 800 Ì�á01$(âãä�å)¤
© ,Jæm¯ çn(Æèé�)¤
© +Å: (båê, -�ë, �ìí, NEPAL DTS �1(w)

2022년 주요 ㅅㅇ계획

© *îUg ï�, Ugµ ðå/ñ \·�ò�VUg1
(³¼: Kyrgyz Silkroad International University)¤
© óôõ¶gÏ� �³gÏ öB h÷ (w¤
© øgÏ, Ìù�³gÏ, ú¼gÏ 7 3o gÏ �ïÆ 
ûÄ 2ü¤
© ý`þ >æ ÿ! "æ (Ug& #C, 600V$,õ)- ý
`\ 7ou m&ÜQ Ö�¤
© ANCu Ì%- ./01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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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지 (국가 및 지역명)
(�

담당선생님
¢14, ¢GU 01$

2021! "#¨© &'¤
((: )* +,-, ./¨ª, 
¨34, 56¨% 7)¤
*8 9:; <=> ?#@ A BC
D /EF"GH IJK. 

[1] 2021!� Ò�>g1 )dÆ 2Û 54: 
1-2[ º4g(¦�* º$+) 
2-3[ 14$ 1A ($zâ¦ 01$+) 
4-5[ 14$ 2 (¦w� º$+) 
6-7[ º4YP (¦,� 12+) 
8-9[ 14$1B (¦w� º$+) 

2017! 7[Ô oýFO 4!þ- 15Ïº� �.; 2022!ÚÛ
/C 1Ïº(VW�)0 Ë12; 34JK. ¿�-� ý$+� 
5\ 2 6¼O )dÆ=� 2Û� 7ü84JK.  

[2] 7[ #õ9 ¿�- :7W 2B ;Á<HO 14 5=Ö  W
¢��>;, ?@O A5=� B/ Gt84JK. ? �Ô9 "
?Ô 5CD Ù� (E FÔ KÏ0 -bHO G; 34JK. 
ÕF9 ¯�+»Ö :òGD HÖI� ´$»� UJ89K, 
LM� ´$:Þ»Ö Þ N=;� B; ®OM F "PO ;þ
�JK. 

[3] 8[13-14T QTÔ ¼RÖ STn�UÀ0 84JK. V§ 
14 �Ö» 9µÏ140 -BC W9 ·:XY �Ö» 23µÖ 
ÊS84JK. Z[ �&B K¿\Ö]Ï ·@À�0 jkF 
"^CD, Öc UÀ9 �!#0 "æ=� V§ 14B Wi_
=� 7ü@ UÀÖ¼O ` a^4JK. �bÀ� ÊS@ �!
»Ö ? ÖFÔ 14 $%Ô� _c ÊSG; 34JK. V§ 
##B "JB <¼O 5ÖD �!# 5=� �!» ���B 
w/_=� 5SO d10 G/ Gt84JK. 

[4] STn�UÀ0 eFO V§ ÖfÔ $9 2 µ` �Ö»Ö 
��0 g; "Tg1Ô x" ÊhG; 34JK. "Tg1 N
è 0Î+=� Q«8D WxB ¹¯ i�Ô "TÔ Êh� j
Gk <^CD, Kl + µ` �!# Wx»Ö m1"; 3; 
�Ö»� n�oO "Tg1B 1Æ»` øO� g; 34J
K. CÓ 15!M "Tg1 0Î+� lFO /�@ ®x»Ö N
Ö9 Ù p4JK. 

[5] 9[Ô9 dqd Ær` ¶�Ô BO sÂ(E� äk]0 
B>4JK. ¿�-� t:9 BC j8CD LuDÔ Bov 
ÂwÖ¼O 1Æ» 52B x! ;$` öy� B>4JK. 10
[31TÔ9 õ¼ð0 mzO ö2;$ Ü$0 84JK. Â#
` ²+»� {�� | 2 39 GMÖ^4JK. ?:; 12[ 
17TÔ9 n}¸Q` ~� jkG; 34JK. 14Ô KJC 
W9 ·:�Y»Ö nÖ {�<¼O �� ��` ¶þJ0 Ö
� 2 3/0 /�î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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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ㅅㅇ계획

[1] Ò�>g1 �C� ÏºÏ ÚÛÜ! UH=� G9 ÙÖ `
,B 3¼O ¶�Ö L�</0 /K:; 34JK. �Ö¿�
-B OFCC W=H 2022! {0 (YG; 34JK.  

[2] ?:; >g1 ÚÛÎ ?Ô 2 µ` ,CÆ gÎÔk º$ 
-20 "�; îJK. º4W FNB z$M -20 g; 14
ÔO /� %|� | 2 3�E :Þ� Q«Ï �>�ÔO º4
W� �>G9 �> ÏwÖ �#îJK.  

[3] ,CÆ 140 +�/ lFO º4W QnÏ �� �üFs 
| 14 :Þ�` +U1JB �#îJK. Ö0 lFO V¹4
0 � Þ �n�G�O ´$»` ÊS�0 ×Ö�; îJK. 

[4] ¯!Ã n� ? 2 +�Ôk VWQ«� �÷H ´$ -20 
"�; îJK. 140 m/9 ÃÖ 2õzCH $%` �� :
¯<9 /U0 îJK. 

[5] �!# 5=� (E� �ºGð/ lFO &!Ô9 �#(
E0 GtG�; îJK. Ö Í! z���BdO "TÖ �T
Ö ��JK. ?@O ¹¯ i�Ô "Tn20 jG9 /�1Æ
»� n4JK. �!#B �` x" 3^D )dÆ >g1 2Û
Ï S� 14 ü$ jkÔ �S3¼O Õ ST#õ �2B <^
CD �¹/C ,\�<C j84JK. 

[6] ? ÂÔ �Á!Ï �!# 5=� Þ �n�G/ lFO 23
4� nCyÅ0 /SG; 34JK. ?:; 01` C�� �
M/ lFO C&Ô Á2 /�1Æ»Ö $9 �� u 14 &�
� mYG; 34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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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dÖ-

담당선교사
w�¥w$d¤01$

2021! "#$% &'

((: )* +,-, ./01, 
234, 56$% 7)

*8 9:; <=> ?#@ A BC
D /EF"GH IJK. 

1. ST¤�Á!¤UÀ¤3�GÔO¤7ü¤

2. Ô�d¤��K,¤)dÆ¤7ü?¤¤
   12[!¤ >�*W¤ý`¤Êh- )dÆ¤�ü(w¤¤

3. x¡¤�¢¤£Ó£¤�Ö»¤56¤$%7ü¤?¤¤
 ¤
4. v¤ÔO¤C%"£¤��¥Æ¤m¦$%¤
    (��k¤¦m�k¤C�, Ü$¤C�¤¤
¤¤¤¤¤+§u¤º¨¤C�)    ¤
   

2022년 주요 사역계획

1.lÔ¤$%¤R©¤7ü¤
2. Gtª¤01¤«õ¤¬æ¤7ü¤5[¤�;¤(w¤¤
    1)¥Æ1\¤/Æ·¤þ%¤
    2)"#1\¤¤w%¤«�?Æ¤"#UY¤
    3)&ÏF¤2g7¤Ïº®¤�¯¤¤
    4) ú¼g�¤oh/ @�¼/ ³¼¤
    5) "�¤/°$Î�¤UgÎ¤5°Sµ¤¤¤
¤¤¤¤¤¤¤¤z{¤+§, ±²¤Ö'7�¤e@¤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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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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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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Grand Rapids, MI

담당선교사
이상원/노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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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8/21에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2. 7/25/21에 5명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3. 8/3-5/21에 남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4. 첫번째 제자 훈련 반이 매 주일 오전에 있습니다.  
5. ANC 선교부의 도움으로 연말에 글흉 사역을 통해 20가
정을 돕고자 합니다.      

2022년 주요 사역계획

1. 2022년도에 Learning Center를 시작하려고 계획합
니다.  

2. 7/17/22에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 7/24/22에 세례식을 행합니다.  
4. 7/25-28/22에 전교인 수련회를 갖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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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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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사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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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캄보디아, 껀달주(한국의 경기도 처럼 프놈펜시 주변입니
다) 쁜이여 군, 쯔러이로아 면, 따또잊 리,

담당선교사
류기종, 고유선
(저희 지역은 프놈펜 공항에서 1시간 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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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역지는
프놈펜을 의지하며 사는 지역 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2년여간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긍휼사역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이 해야 할지를 몰라 ,
호소만 하였습니다.
이번에 긍휼 사역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니 감사함을 어
떻게 표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153 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98가정에 대해 신청 합니다.
물론 소요수량은 110 개를 목표로 합니다.

2022년 주요 사역계획

단기 선교팀 방문 요청 합니다.
IT 를 위해 컴퓨터 네트웍이 이루어 지기를 고대 합니다.

자립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반시설 확충 할 것 입니다.

제자양육을 위해 신학생 선발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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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지 (국가 및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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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무엘/ 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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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티 교회 사역 
** 파데믹으로 인하여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세 목자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통하여 가정 교회를 지향하고 있
습니다. 
** 판데믹으로 인하여 현재는 전체 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
니다. 
2.현지인 신학교 사역
** 이000, 이000, 차000, 디00000에서 15명의 학생이 모바일 강의와 성
경 강해, 신학 도서 읽기로 신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15명입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본교의 분교 형식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2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3. T 국어 성경 강해 파일 만들기
** 비전 신학교의 성경 강해 수업을 위해 신구약 전체를 각 책별로 음
성 화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ㅅㅇ계획

1.교회 개척 
** 파티 교회의 목자들이 가정 교회를 세워나가고 모든 성도들의 믿
음을 견고히 세우는 한해를 계획한다. 
2.신학교 사역
** 기존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잘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새로운 신입생
들을 모집하도록 한다. 
3.SNS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
**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관심자를 발굴하도록 한다. 
4.성경 강해 파일 프로잭트 
** 성경 강해 음성 파일 만들기 작업에서 창세기 욥기 요한 계시록을 
완성함으로 신구약 66권을 전부 마치게 된다. 2022년 말까지 완성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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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ㅅㅇ보고서

ㅅㅇ지 (국가 및 지역명)
터키, 아다나

담당선생님
김복철, 미애 (샘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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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전면 봉쇄 기간(약 1달)을 제외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음. 주말이 봉쇄되는 기간에도 금
요일로 대체해서 성도들과 예배드렸고 풍성한 점심을 공
급하고 있음.  

- 기도사역. 수요일 낮에 여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
고, 주중에는 매일 저녁 Zoom을 통해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훈련을 도움 

- 봉쇄가 풀린 후에 금요일에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와 상
점과 공원에서 전도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킴 

-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대부분이 몸이 아프고 가난하여 
매주 그들을 심방하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주로 먹을 것들)을 돕고 격려함. 몇몇 자녀들에게는 
교통비와 점심값 등 장학금을 주고 있음  

-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고향인 다소를 방문하고 은혜받음   

2022년 주요 ㅅㅇ계획

2021년 처럼 기도 훈련과 전도 훈련을 계속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실행하고자 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공동체를 이루
고,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부으심
과 만지심을 꼭 경험하도록 인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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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태국 치앙마이와  터타이 

담당선교사
지은수. 이민정

2021! "#$% &'

((: )* +,-, ./01, 
234, 56$% 7)

*8 9:; <=> ?#@ A BC
D /EF"GH IJK. 

* 몽족, 라후족 학생 돌봄사역(돌봄 기숙사 2곳) 

* 현지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개척

* 현지 교회 지도자 돌봄사역(멘토링, 리더십 개발, 지원)

 

*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현지 교회에게 구제품 보내기와  
지원금 보내기

2022년 주요 사역계획

기숙사와 교회를 겸할 수 있는 센터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소수민족 학생 기숙사 두 곳(약 50 여명) 돌봄사역 

현지 교회와 교회개척 사역 

현지 교회 지도자 돌봄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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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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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I (Spain Church Planting Initiative) ÂÃÄ

2022년 주요 사역계획

2021! $%Ô ./01, 01 ÆÅÁ ö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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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사역보고서

사역지 (국가 및 지역명)
멕시코(멕시코 시티)

담당선교사
성낙서, 성왕희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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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마지막 주와 8월첫째주 두 주간 주말(토, 주일)을 이용하
여 Aguascalientes 지역에서 라티노 아버지학교를 개설해서 은
혜롭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Covid19펜데믹으로 어려운 상
황이었지만 ANC중보기도 
에 기도요청을 드렸고 25명의 아버지들이 수료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 에서 
각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펜데믹으로 아버지, 어머니학교를 열심으로 돕
던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기는 안타까운 일
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를 떠나보내는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직접 찾아가 위로할 수도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마음을 더 
슬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델타변이와 오미크론 변종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되는  
아직 어려운 상황중에 있지만,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말  Tabasco, Cardenas 
지역에서 아버지학교를 시작으로 어머니학교 사역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역계획

*델타변이와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 
하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2년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내년 2월말 Tabasco, Cardenas지역에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으로 Corecgidora 어머니학교도 일정을 잡는 중에 
있습니다. 때와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열심히 섬길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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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지 (국가 및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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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에 한번씩 PUST 치과 대학원 학생들을 인터넷 영상으
로 교육. 
12월 에 영상으로 4명의 치과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심사 
예정.

2022년 주요 ㅅㅇ계획

4월초 4명의 대학원 학생들 졸업 예정. 
그후의 ㅅㅇ 계획은 현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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