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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한마디

회복, 다시 시작

■ Hace mucho frio
아쎄 무쵸 프리오
많이 추워요

지난 여름 여지현선교사의 건강문제로 잠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질환명은 자가면역성 만성두드러기로,
면역시스템의 비정상으로 인해 면역세포가 자기몸의 장기나 세포를 해로운 물질로
인식해 두드러기와 같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훌륭한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동역자분들의 진심어린 걱정과 기도, 격려로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11월의 시작과 함께 선교지로 복귀하였습니다.
대청소와 자동차수리 등 정리해야 할 것들이 가득이지만 마음만은 참 평안합니다.
다시 시작된 이 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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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물놀이하는 아기

며칠간의 휴식 후, 다시 6시간을 달려 인디언마을에 갔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선임선교사님께서 우물공사와 인디언자립을 위한
비닐하우스공사까지 마치셨습니다.
이제 인디언마을에는 우물이 생겨 더이상 빗물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립을 위한 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예배후에 한 아기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 물놀이는 하는 모습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에 별 것 아니었던 사소한 일들이 이곳에서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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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기다리며

생계유지와 자립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현재 2개동이 설치되었고 각각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심었습니다.
농업전문가를 초빙하여 인디언들에게 작물재배와 판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은 갈길이 참 멉니다.
작물을 기르며 정성을 쏟고 열매 맺길 기다리는 것이 인디언들에겐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감사하게도 토마토동에 싹이 난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첫 농사의 끝이 꼭 성공이라 장담할 수 없지만
바라기는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 인디언 가족들이 잘 배우고 다듬어져서
알차고 아름다운 열매맺는 하늘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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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기도해주세요

선교사

12월 중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삶을 잘 살아내고, 늘 은혜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며 지내야겠습니다.
저희 두 선교사와 어린 딸 하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김진건 creation85

여지현 diosa0115

■ 이메일
last-hero21c@hanmail.net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동안 허전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920-98239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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