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11 월 “터 동부 추수감사 편지” (좌슈아&에스더) 

(저희와 이곳 4 역의 보호을 위해 소식지는 웹에 올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Vs.1)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Vs.3)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Vs. 

4)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Vs. 24)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Vs. 26) (시편 136) 

할렐루야! 위대하신 1 님의 창조 원리는 어김없이 겨울을 가져왔습니다. 머얼리 보이는 높은 산들엔 벌써 하얀 

눈으로 덥었습니다. 년초에 계획했던 안식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계획을 바꾸어 4 역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있는동안 Lock down 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여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었고, 코로나 까지 

함께 감염되었다가 오버 컴 하는 추억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은 회교 나라이니 추수감사 절기역시 평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교 ㅎ에서 추수 분위기를 내는^^ 펌킨으로 장식하고 이번 주일에 온 성ㄷ 들과 함께 감사 

찬양과 메세지로 1 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올해 1 님께, 또 동역자님께 드릴 추수 열매는 “견딤으로 이겨냄” (Overcoming with persevere)의 열매입니다. 

어여울때마다 부르심과 소명 또 비전들이 저희를 초연케 했고 continue 하게 했습니다. 팬데믹 후의 사역의 

일상이 통제와 비대면으로 바뀜으로 빠르게 페러다임을 바꾸어 행동은 도전적이어야 했습니다. 기 ㄷ 교 4 역이 

더 핍박이 있을것 같다는 소문이 들려올때 교 ㅎ 간판을 달아 올렸습니다. 그 위해 ㅅ 자가를 달았습니다. 

몇일을 조마 조마 지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일이 없습니다. 할. 렐. 루. 야!!! 

     

정세 . . .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달 까지만해도 반미 감정이 고도되어 미 대사관이 임시 클로즈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사용까지 

컨트롤한다는 소식들이 저희들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팬데믹으로 인해 곤두박질된 경제 

상황으로 그동안 소리를 내지 못했던 각계 인물들이 신선한 변론으로 현 ㅈ 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나라로 변해야지만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는 견해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그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역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나라 외교에 방향 전환이 있어지기를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 . . 

이곳도 픽을 치닫고 있습니다.  병실, 의사, 간호원 모두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백신을 세곳에서 

수입하여 12 월 말경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국산는 이미 수입되어 보급 중인데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빨리 

맞으려고 난리입니다.  저희는 8 월에 감염되어 회복되었기에 백신을 맞지않고 지내보려고 합니다.  

올 한해의 사역  . . . 

년초의 교 ㅎ 비전들은 매일 성경 읽음으로 1 독하는것, 기도를 통한 1 님 경험, 미 개척 도시에 교 ㅎ 

개척이었습니다.  마지막 비전인 교ㅎ 개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도시는 이미 택하였고 그 곳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10 월 21 일 스텝들과 비전 트립을 하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1)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신자 가정을 리더로 양육한다. 

- Internet 연결을 제공하여 On line 으로 2 년제 리더 훈련학교 시작했슴 

2) 2021 년에 모임을 시작한다. 

- 내년 3 월경 모임 장소 결정을 위한 현지 survey 를 할 계획임 (가정 또는 public 한 장소) 

- 경비 모금: 리더가정 월 후원과 오픈 및 매월 필요한 행정경비  

- 리더가 훈련될때까지 모교회 예배시 동시영상으로 함께 드린다. 

3) 월 1 회 저희들이 방문하여 evaluate 하고 교정해 나간다.  

등의 계획들을 하였습니다. 위해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저희 옆 나라 4 곳 도시에 교 ㅎ 개척 

비전이 있습니다. 1 님의 카이로스 때에 옆 나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기도와 리더 훈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척할 “으으드르” 시의 시골 풍경. 뒤에 보이는 산이 “아라랏” 산입니다.) 



 

 

올 추수는 6 명이 1 님 나라로 들어왔고 침ㄹ(세 ㄹ)식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 한해는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제재들이 추수 4 역에 적지않은 벽이었던것 같습니다.   

     

                                (아빠가 먼저 주 ㄴ 을 0 접하고… 온 가족이 나와 헌아식을 하였습니다.) 

지난 10/31 – 11/11 까지 터 ㅋ 서부에 4 역 출장 및 쉼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왔습니다. 확신하고 온 4 역의 

일순위는 현지 목회자를  배출해야 한다는것 이었습니다.  다녀 온후 에스더 ㅅ 교 사 는 장에 박테리아 

감염으로 약재 복용후 현재는 위의 통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4 역 손모음 제목들 . . . 

1. 일터에서 오는 교우들이 감염으로 부터 보호 되도록, 예배 처소가 Corona free zone 이 되도록 

2. 6 명이 3 학기째 리더 훈련받고 있슴. 끝까지 모두 졸업 하여 진정한 리더로 세워지도록. 

3. 새교우 반 교우들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 지도록, 중급반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4. 필요한 외국 및 현지 4 역자 (찬양팀, 미디어, 동역자) 를 보내주시도록 

5. 건축 론 ‘pay off’ 위해  

개인 손모음 제목들 . . . 

1. 매일 영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관리, 육체의 건강과 영적으로 무장되어 중동의 “대부흥과  

대추수 ” 에 헌신자가 될수있도록 

2.  영육간의 attack 으로 부터의 보호와 4 역을 위한 능력, 지혜를 위해, 에스더 ㅅ 교사의 건강을 위해 

저희 부족한 종 이곳에서 섬김이로 사용해 주시는 1 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모든것을 다르게 살아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가운데 선 ㄱ 의 1 님  4 역에 동역해 주심 마음 깊이 감사 드리며 추수 감사 인사 드립니다!  

                                   H.A.P.P.Y   T.H.A.N.K.S.G.I.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