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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말씀나눔
#성도의삶#믿음의발자국#디아스포라

스페인어 한마디
■ No te preocupes.
노 떼 쁘레오꾸뻬쓰
걱정하지마!

지난 5월 19일 주일, 한인교회 두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파라과이중앙성결교회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다른 복음이 없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남미교회 교사헌신예배에서 주일학교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다음세대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세울 것을 권면하며,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와 동역자님들에게도 복음외에 다른 은혜가 없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발자국을 다음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인생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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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하신 새로운 인연

6월 22일부터 일주일간 미국LA에서 의료선교팀이 방문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선임 이기준선교사님을 통해 Presidente Franco시청(인디언마을
관할시)의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인디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앞으로 인디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빨간셔츠를 입은 사람은 차기 시장 후보인데, 저에게 본인도 태권도
1단이라며 태권도 사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시청 보안인력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의 사역에 행정적 또는
정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관계자들과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나라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며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03

여지현선교사의 건강

여지현선교사가 지난 5월초부터 손과 발에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을
호소했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2주간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이에 지역병원 내과를 거쳐, 외상외과(신경관련),
류마티스내과등 국립대학병원과 파라과이내 가장 큰 사립병원에서까지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가지 질환들을 의심하며 혈액검사,
모세혈관검사등 다양한 검사를 해보았지만 백혈구수치가 불안정하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간 검사를 받는 사이 전신두드러기와 어지럼증상이 더하여졌고, 두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해 어떠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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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귀국 결정
현지병원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GMS총회선교회 소속선교사들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MCN 의 료 팀 에 그 동 안 의 검 사 결 과 와 발 현 증 상 및 사 진 등 을 보 내 의 심 되 는 질 환 이 있 는 지
문의하였습니다. 의료팀과 몇 차례 소통한 결과, 본국으로 귀국하여 대학병원 피부과와 류마내과에서
공동으로 진료하며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매우 무겁지만, 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기도편지를 통해서 혹은 저희 후원총무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여러 동역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초 귀국하여 검사를 통해 어떤 질환인지를 발견하고, 완전하게 치료받은 후 다시 건강하게
파라과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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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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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선교사

기도해주세요

여지현선교사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비우는 동안 현지 태권도 선교팀이 분열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역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언어공부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어의 진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디언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아스팔트 도로가 생겨
날씨와 상관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김진건 creation85

여지현 diosa0115

■ 이메일
last-hero21c@hanmail.net

■ 후원계좌
미국LA 의료선교팀과 함께하는 사역(인디언마을과 지역현지인교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22일 - 28일, 6일간)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920-982396-144
예금주 GMS김진건/여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