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쿠바한인후예(손)들 복음화와 마을공동체설립 계획 (22-03-2019) 

목적: 쿠바 8 개 지역에 산재한 한인후예들의 정기적 모임이 실행되도록 마을공동체를 설립하여 

신자들 어린이들 노인들의 생활공관으로 또 예배처로 사용한다. 

방법: 각 지역 목장(목녀)과 한인후손책임자들이 후보지역 건물이나 땅을 물색하도록 선도하며 

가능한한 한인후예들의 가옥이나 대지위에 건축하도록 권장한다.  

위험요소: 쿠바에서는 쿠바인이외에는 집이니 건물구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종교단체로 등록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모든재산을 단체이름으로 등기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역책임자가 

구입하되 전 마을 공동체로 등록 하도록 권유한다. 

소요경비: 지역에 따라 다르다. $5k 불에서 수십만불($100k)로: 

• 마나띠(MANATI): 5K 정도로 건물 구입가능하다. 현재 네고 중. 확장과 보수경비 $10K 예상. 

2 명( RY REIGADA  신학교 입학 수업중 (월 $30 소요) 헌금 기증자 기대합니다. 

• 말까네(MARCANE): 목녀가 땅 기증약속. 맨땅에 건물 지어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됨으로 기존 가욱을 구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교회를 확장하도록 고려 중. $10K—

$27K. 두 학생 입학확약: MEIDEN MEDINA 와 YAMINA KIM 

• 홀긴(HOLGUIN): 기존건물 구입이 최선으로 $100K 예상하며 교회건물로 증축하는데 $30K 

예상. 이동호 장로님(침례교 안수집사) 기념교회로 생각 중이며 동부지역 방문자들의 

요람으로 재 정비한다. 수산대학 기독동문들의 헌신과 헌금 요청 중. 

• 까마구이(CAMAGUEY): 현 가정교회가 협소하지만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한 건물. 새 

지역에 마을공동체 물색 중이며 $50K 정도 예상. SANDRA KIM 과 SAMARA KIM 신학교지원. 

• 시에고데아빌라(CIEGO DE AVILA): 쿠바의 중앙에 위치하며 현 가정교회가 변두리에 

위치하여 전도나 예배모임이 힘든상태. $10K—25K 정도의 집을 물색 중. DANILO MARTINEZ 

GUEVARA 와 MARGARITA MARTINEZ GUEVARA 2 명 신학교 지원 

• 깔데나스(CARDENAS): 현 목녀 가정예배처가 좋은 조건으로 정비되어있지만 장래를 위하여 

지역 공동체가 필요하다. $20K—$30K 에상.  

• 마딴사스(MATANZAS): 현 목녀집에 모이는데 지장이 없다. 협소하지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20K—$30K 에상. ANGELA MARIA DE DAVILA PACK 신학교 지원 

• 아바나(LA HABANA): 3 가정교회가 살아지다. 목녀들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로. 동아바나에 

새로운 목녀 록사나데바예낀따나(ROXANA DEL VALLE QUINTANA) 1 층 아파트 수리 중. $4K 

예상. 록사나 목녀 신학교 지원. 



2 월—3 월 중 침례받은자: 총 35 명 

말까네: MGDALENA HERRERA ROYAS, GLORIA CABRERA JIMENEZ, MARGARITA BATISTA DELGADO, 

CELSO KING MARTINEZ, RICARDO MARTINEZ MARCANE 5 명 3 월 6 일 침례 

마나띠: YENDRY REIGADO AMADO, MARLENIS CONTE ESCOBAR, MEILIN AMADO LEON, LIEN 

HERNANDEZ AMADO 4 명 2 월 26 일 침례; DAYAMI RIVERO SABLON, DAYANE RIVERO SABLON, LINA 

VELAZQUEZ FERNANDEZ, GISSELLET MARIA HERNANDEZ AMADO, ALEXIS CRUZ GARCIA 6 명 3 월 7 일 

침례 

씨에고데아빌라: DANNILO MARTINEZ GUEVARA, MARGARITA MARTINEZ GUEVARA 2 명 3 월 8 일 

침례 

깔데나스: MICHEL DE JESUS RODRIGUEZ KIM, MISLADY RIVERA KIM, SHANMY PEÑA JA, MARIA 

VERONICA KIM GONZALEZ, MARIA DE LA LUZ CASTRO FONSECA, JOSE ANSELMO JA MARTINEZ, CECILIO 

PAK KIM 7 명 3 월 8 일 침례 

마딴사스: MARICELA YEDNA PACK, EDWARD LEE LEE, LIEN LEE PEREDA, RAMON PACK LEE, ANGELA 

MARIA DAVILA PACK, FRANCISCO DAVILA RODRIGUEZ, YUSLEIDYS MARTINEZ AROLA, YOSLOMYS 

MARTINEZ PACK, JAVIER YEDNA PACK, NELSON DAVILA PACK, ALEJANDRO HOLMAZA LEE 11 명 3 월 

9 일 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