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 동부 추수 소식!        (좌슈아 & 에스더)  04942019 

입당감사예배! 

6 개월간의 어려웠던 건축이 지난 1 월 말 경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건축의 잘 못된 여러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데 1 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많은 다툼이 있었고 

엑스트라 경비도 물론 꽤 들었습니다.  동시에 2/5 일부터 3/13 일까지 약 5 주동안 온 교우와 함께 

쉬임 없이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와 스텝들은 아침 시간부터, 남자 성도들은 하루 12 시간 

일하고 저녁 7 시에 와서 10 시까지 섬겼습니다.  말마버린 세멘트 흘린자국으로 떡칠된 바닥과 

창문틀을 3 가지의 칼로 긁고 또 긁었습니다.  빌딩에 히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뜨거운 물도 

없이 쓸고 닦고 한 여 성도들의 손이 다 망가졌습니다.  미안하기 짝이 없어 위로의 말을 건너면 

우리교회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기쁨으로 열심히들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온 교우가 

하나가 되고 내 교회라는 생각이 교인들에게 심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청소가 끝난 후 10 일간은 

커텐을 달고 구입해 놓은 실내의 물건들을 배치하고 무엇 보다 본당 음향 설치는 입당예배 전날 

밤까지 작업했습니다.  드디어 3 월 24 일 오후 1 시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시작하며 좌슈아 ㅅ ㄱ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을 불어 새성.전에서의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1 부: 예배, 2 부: 졸업식 후에 성찬식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석인원 100 명을 

예상했는데 … 170 명이 참석했습니다.  터.키 동.부 교회 역사상 전무 후무한  숫자였습니다. 도시에 

새로 들어와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40 명, 새로운 이란 난민 30 이 참석했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성찬식 컵도, 빵도 턱없이 모자라 성찬 컵을 다시 채우고 빵을 

하나 더 가져와서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오직 하 ㄴ 님께 0 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마친 후 0 혼 

9 령 초대에 3 명이 나와 ‘주’님을 0 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이.란을 가장 어두운 회.교인 시야.이 파 정권아래 가두려고 했지만 … 국경을 넘어 두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 도시로 그 백성들을 옮기시고 하 ㄴ 님 친히 그들을 찾으셔서 저희 ㄱ 회를 통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손모음 제목들… 

건축 

1. 센터 및 새 성.전이 하 ㄴ 님의 0 광을 위해 쓰이도록! 하 ㄴ 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2. 어려운 일…. 건축장이 영수증 없는 돈을 내 놓으라고 매일 괴롭히고 있습니다 ($15,000).  

영주증은 없지만 빌딩에 투자했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의한 심판이 있기를 간절히 손모아 주십시요. 

3. 건축비 매월 Payment 이 채워져서 값아 지도록 ($2,070) 

4. 아직 필요한 물건들 구입을 위한 경비 …  

- Generator (전기가 자주 나가는 관계로 꼭 필요함.) ($5,000) 

- 경비 카메라 꼭 필요함 ($3,000) 

- 카페테리아 부엌 스토브  

- 실내에 필요한 가구들 (장들, 북 케이스들, 게스트 하우스 응접실 퍼니쳐 등) 

- 기도방, 영아방, 유치부 방 꾸미기 및 놀이터 

- 교.회 렙탑 콤퓨터 한대가 필요함. (현재것 너무 오래되어 프로젝터와 맞지가 않음) 

- TV 2 대 필요 (제자 훈련반, 영아방) 

- 그외 사소한 필요한 물건구입과 실내에 해야할 일들의 경비를 위해… 

사역 

5. 새성전 청소와 준비로 2 개월 동안 교회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복귀 했는데 교 ㅎ 위치도 좀 멀어지고해서 출석률이 줄었습니다.  열정의 회복을 위해. (수: 

제자반, 목: 새신자반, 토: Youth , 여성모임) 

6. 4 월 부터 시작할 리더 훈련 (4 명) 에 좌슈아 ㅅ ㄱ 사에게 지혜와 영성으로 할 수 있도록. 

7. 새워진 일꾼들이 군사로써 모든일을 주께하듯 성심으로 할 수 있도록, 또한 좌슈아 선 ㄱ 

사와 하나가 되어 교ㅎ 와 성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8. 주일학교 선생님 (현지인) 이 생겼습니다.  감사!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손모아 주세요. 

9. 음향담당, 미디어담당과 키보드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10. 현지어나 영어가 되는 중년층의 사역자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 

11. 파.키.스.탄 난민 사역 방안 

12. 예배와 티칭 녹화를 미디어를 통해 이.란으로 … 그곳에 제자 양육 

13. 매주 수요 난민 전.도 계획 

14. 매주 예배후 스프 키친 시작 
 



 

 

개인 

15. 저희에게 쉬임이 필요합니다.  계속 건축에 관한 일이 있슴으로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 쉼이 절실합니다.  4 월말에 있을 회의 참석을 마치고 몇일간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 손모아 주세요. 

16. 말씀과 기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사랑과 인내, 지혜와 영력으로 교.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17. 년초에 “내가 새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새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 ㄴ 님의 음성을 듣고 새일을 행해 가시는 일에 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회보는 좌슈아 sgs.)                                        (예배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올림!) 

    

               (2 년재 Ministry School 졸업 1 명)                           (3 명이 주님 영접 고백하는 기도 장면) 

 

기도와 후원으로 선.ㄱ 에 동역하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