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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온(김훈정 손현숙집사 장녀)
박성민(박상영 김미숙집사 장남)
강우주(강희창 조성숙집사 장녀)
이지은(이면식 김수경집사 삼녀)
이에녹(이정선 이경옥집사 장남)
곽정용(곽성진 김주희집사 장남)
김규원(김성은 이미경집사 장녀)
서정우(청소년부 출석 학생)
채환(청소년부 출석 학생)

주윤서(청소년부 출석 학생)
  

▣ 9월 생일축하 
 4일(월) 박관현집사   9일(토) 이강준집사

10일(주) 박하숙집사  11일(월) 이정선집사

13일(수) 박재범집사  15일(금) 곽계순권사

17일(주) 김한기집사  18일(월) 윤명조집사

19일(화) 문선아청년  21일(목) 이성만성도

22일(금) 김치중성도  25일(월) 최유나청년

28일(목) 윤종안집사 
  

▣ 선교부(부장: 김원섭장로)

1. 매달 드리는 선교헌금
  정기적 선교헌금은 국내외 복음전
파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입니다.

2. 해외 어린이 선교(선교헌금 지원)
• 에티오피아 어린이들

① 아리포 알리이(남, 15세)
   Arifo Aliyi
② 모하메드 아뎀(남, 11세)
   Mohamed Adem 
③ 파투마 아뎀(여, 13세) 
   Fatuma Adem
④ 나타이 테메스겐(남, 12세)
   Natay Temesgen

⑤ 메츄아닌트 셈은(남 10세)
   Mekuanint Semn
• 시에라리온 어린이들
① 아니타 카마라(여, 18세)
   Anita Kamara
② 예부 브리마 카마라(여, 15세)
   Yebu Brima Kamara 
③ 브리마 아미나타 칼그보(남13세)
   Brima Aminata Kargbo
④ 팟마타 포나(여, 17세)
   Fatmata Fornah
⑤ 알리에우 쿰버(남 15세)
   Alien Coomber

• 케냐 싸우스리프트지역 교회학교
  윤애경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리테
인 지역의 교회학교에 성경책과 성
경공부 교제와 간식을 지원합니다.  

3. 동역하는 해외 선교
• 미얀마 인센신학교 (트왕니빌)
 - 학생 장학금지원(봉공방 지원)
 - 학교운영 일부지원(봉공방지원)
 - 사마리아선교(천은영집사지원)
• 케냐 사우스리프트(신기선선교사)
 - 목회자 재훈련(선교기금지원)

4. 동역하는 국내 선교
• 드림반석 교회 (이명종목사)
 - 봉공방 지원
• 소로초장 교회 (이근석목사)
 - 에스더전도회 지원 
• 서초 경찰서 (유치시설 전도)
 - 선교헌금으로 지원
• 동대문 쪽방촌 사역(등대교회)
 - 본 죽과 협력하여 문화선교사역
   (공연: 김원섭장로, 미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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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교회행사
   9월 주제어: 기쁨
∙  1일(금) 금요 다락방기도회(8시)

∙  3일(주) 주일예배

          정기 제직회(오후 1시)

∙ 10일(주) 주일예배

∙ 16일(토)~24일(주) 

           서초구 서리풀 축제기간

∙ 17일(주) 주일예배

          전도회 모임(오후 1시)

∙ 24일(주) 주일예배

          장로회 모임(오후 1시)
  

▣ 미얀마 인센신학교 소식 
(봉공방 선교회에서 

대구드림반석교회에 360만원

미얀마 인센신학교에 3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바나바 문목사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인

사 드립니다. 에스더자매를 통해 인

센신학교로 보내주신 선교헌금에 매

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비 미얀

마 돈 1,711,000짯(한화 150만원)

을 받았습니다. 봉공방 이장봉권사

님의 후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센신학교의 이번 학기는 26명

의 학생이 출석하고 4명의 교수와 

7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상급생들은 양곤시의 

다른 지역에 가서 매주 복음전파 사

역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복음전도사역을 

하러 갈 계획이며,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여름방학을 통해 북부지

역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학교

의 이러한 복음전도 계획을 위해서

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과 한길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의 전도사역은 진전되

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로부터 개

종한 몇 분들을 교인으로 새롭게 받

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도서관과 학생기숙사용 새 

건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

습니다. 학교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

한 필요사항입니다. 계속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목사님과 한길교회에 임하시길 기원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

           Thawng Nei Bil 목사

(번역: 박상영집사)
  

미얀마 신학교 학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