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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16)
미주선교센터는 KPM 선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선교동원과 선교 지역 연구
그리고 재미총회 선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역을 정의하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선교센터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잘 섬기며 사역에 값진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한희숙 선교사
● 714-944-1100
● Kakao: ronenK
● E-mail:
ronenhkim@gmail.com

아메리카라틴 지역부,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KPM) 아메리카라틴 지역부가 출발한 지 만 1 년이 지났습니다. KPM 이
선교지를 12 광역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원이 지역장 및
운영팀을 투표로 선출하여 새로운 지역 체제를 시작하여
1 년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 월 12 개 지역의 지역장이
대전 본부에 모여 한 해를 결산했는데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잘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역부가 지역의
본부로서 선교사역을 개발하고 현장 선교를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메리카라틴 파라과이와 페루에서 사역하는 박중민/허미례, 민병문/이미애 선교사가 그동안
건축으로 수고하여 교회당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건축에
동역한 구미 온누리교회 박희재
목사와 부산 제 4 영도교회 이순흠
목사가 파라과이 아순시온과 페루
치끌라요를 방문하여 헌당식에서
말씀을 섬기고 선교사 가정과 원주민 교우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도부탁합니다!
JESUCRISTO ES
LA Ú NICA

지역장으로서 저는 두 교회의 담임목사님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중부노회, 경북동부노회, 전남동부노회와 매칭
지난 9 월 고신총회가 아메리카라틴 지역부와 세 개 노회, 경남중부노회, 경북동부노회, 그리고

ESPERANZA

전남동부노회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과 연구코디가 노회를

DEL MUNDO

방문하여 인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개 노회의 선교위원장(부장)과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갖추어 지역의 선교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선교부가 노회의 선교
동원과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아메리카라틴 지역부와
매칭된 노회가 비교적 시골 지역이지만 이런 연결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2019 년 재미고신총회 때 모여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WITH KPM SINCE 09/FEB/1996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김해진/한희숙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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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골절상 입어 수술 후 재활 중..
저희 가정의 셋째이자 막내인 아들(대학 4 학년)이 운동 중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자신이 다니는 학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를 접했을 때 긴장과 걱정이 컸는데 “그만하기가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한다.”라고 부부가 고백했습니다. 학교가 다른 도시에 있어 한
선교사가 아들을 돌봐야 하는데 거처가 마땅하지 않아 기도하던 중 우리 교단
출신으로 타 교단 중형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심창섭 목사(고려신학대학원
졸업생)가 사택의 방을 제공하여 아주 편하게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더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수술한 교수가
말했으므로 괜찮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잘 완쾌하여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 월 다시 페루 방문
전국남전도회연합회(회장,

배영진

장로)가

지원하여

건축

중인

남부

페루의

탁나(Tacna)시 탁나제일장로교회의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하여 설교로 섬기기 위해 12 월
초에 페루를 방문합니다. 이 교회는 지역 소속 서태환/강윤영 선교사가 사역하는
사역지로 칠레와 가까운 국경도시입니다. 방문 길에 리마에서 사역하는 방도호/허성월
선교사 사역지를 방문하고 사역 현안에 관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된 헌당식이 되고 방문하는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원들에게 큰 보람과 감사가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메리카라틴 지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역부 선교사들과 신뢰 가운데 좋은 팀이 되게 하소서.
-● 미주선교센터/멕시코 사역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사역자, 센터 등)을 동원하시며 세워주소서.
-● 멕시코의 선교 동역자들(힐베르토, 레오, 카를로스, 엘리세오)과 사역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부부 선교사의 건강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직장생활과 학업 중에 있는 세 자녀가 건강하고 절대자를 향한 믿음 생활과 장래에 큰 은혜가 있게 하소서.
-● 부부 선교사의 사역과 생활비에 쌓인 적지 않은 선교비 적자가 채워지게 하소서.
-● 다리 골절상을 입은 막내(대 4)의 수술 후 재활에 은혜를 베푸소서.

미주선교센터 사역...
저희 부부가 미주선교센터(KPM-USA)와 북부 멕시코 및 라틴권 선교지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하늘나라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살전 5:25). 감사합니다!

2018 년 겨울….

미주선교센터에서 김해진/한희숙 선교사 드림.
WITH KPM SINCE 09/FEB/1996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김해진/한희숙 선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