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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팀 방문

스페인어 한마디
¡¡Hace mucho tiempo!!
(아쎄 무초 띠엠뽀)
오랜만이군요!

연락처
핸드폰 :
0595-986-939-090(김진건)
0595-982-269-661(여지현)
한국핸드폰
010-2725-9968

미국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의료선교단체 GMMA가 연
합한 단기선교팀이 파라과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아순시온 공항으로 도착한 팀을 인솔하여 7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Ciudad del este로 향했습니다.

카카오톡 :
creation85(김진건)
diosa0115(여지현)
주소 :
Av. Cerro Lambare 9845
c/Hermanio Giménez
Departamento A4.
Lambare. Santa rosa.
Central. Paraguay.
집전화 :
070-8727-9968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920-982396-144
예금주 : GMS 김진건/여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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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기선교팀과는 인디언마을과 현지인교회에 함께 동
행하며 믿음이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료 선교팀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마친 환자들과 테이블
에 마주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습
니다.
그동안 언어 훈련을 하고, 태권도 사역을 하며 영접기도를 인
도했던 시간들이 귀중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주신 모든 동역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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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현 선교사의 치료 경과
저희 가정은 여지현선교사의 치료를 위해 지난 7월3일 일시귀국하였습니다.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의사는 다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보라
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 특성상 타과 초진에만 2개월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판단되어 한방치료를 받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한의원 진료결과 ‘자가면역성 만성두드러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양방에서는 진단과 완치가 어렵고
한방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약 3주 가량 난치성질환 전문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호전되어 치료전과 비교해 절반이상 통증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치료가 잘 되고 있어 완치까지 최소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히 완치되어 맡겨주신 자리에 돌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말까지는 파라과이로 귀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 보고

계속되는 언어훈련

한국에 잠시 돌아오게 되어서 그동안의 파라
과이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하
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을 파송하여
늘 기도해주시는 금광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갖
게 되었습니다. 오후예배와 청년부, 고등부, 중
등부 예배를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일들을 나누었
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은혜
였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노라고, 그리
고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담대하
게 은혜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고등부 강단에 서서 청소년
들과 함께 예배하니 남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던 그 자리에
서 다시 말씀을 전하니 감회가 새로웠고, 늘 가
슴으로 끌어안으며 기도했던 공동체를 바라보
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던 시간이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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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파라과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언어의 진보가 있었던 터라 공부를 놓는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가르쳐줄 선생
님을 찾아보았는데, 마침 저희가 거주하는 남양
주시에 온두라스 출신의 선생님이 계신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스페인어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
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Jenny
선생님과 스페인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를 잊어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현지에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수 있도
록 기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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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인데 어린 하리가 잘 견딜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으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
할때까지 한번도 보채지 않고
비행기 안에서 잘 놀고 잘자고

하리는 한국에 잠시 지내는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에 적응력이 좋은 아이라서 그런지 울거나 떼쓰지도 않고,
쿨하게 엄마아빠를 보내놓곤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노는 모습
에 저희는 물론 선생님들도 놀라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 즐겁게 지내주는 하리가 참 고맙고
예쁩니다. 하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 파라과이로 돌아갈수 있도

힘들지 않게 잘 도착하였습니
다. 잘 도착해주어서 얼마나 고
마웠는지 모릅니다.

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peacial thanks to…
인디오 마을에 드디어 우물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번에 물길을 잘 찾아
양질의 물을 얻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정은 10월 말까지는 파라과이로 돌아가고 싶습니
다.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우선은
여지현 선교사의 완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계
속해서 현지어 공부와 많은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
나님의 선교 완성에 대한 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지를 나눌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도 말씀과 실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인디오들의 자립을 도울수 있는 기능적 도구(제과,
공예)들을 더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동역해주시는 모든 동역
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에서 잠시 사용하는 연락처는 010-2725-996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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