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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 월 - 2 월 선교편지 Informe Misionero del mes de enero - febrero 2019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 3:17-19). 

 

베네수엘라 사정: 한나라에 두 대통령, 500 만명 해외로 이주, 300 만% 인프레리션.  

지난 1 월 23 일 현 국회의장 

후안 구와이도 임시 대통령직 

수락. 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임요구. 민주적으로 

새로운 선거로 대통령 뽑자. 

시민들 거리로. 16 명 희생. 

선심공세: 2019 년 2 월 15 일자로 마두로 대통령 400% 최저임금인상: 4,500Bs.S 에서 

18,000Bs.S 보리봐로. 그러나 수퍼-인플레션으로 화폐는 종이조각으로… 

 

꾸마나-베네수엘라 교계현황: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회보장등 모든문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으로여겨 베네수엘라 교계는 회개 운동을 전개하다. 베네수엘라 

침례교회는 6-3-9 기도운동으로 새벽 6 시 오후 3 시 저녁 9 시에 전 교계가 기도에 

동참토록 권유하다. 쓰끄레주 지방회와 제일침례교회 (에프란 이에구에 목사) 풍성한 삶 

교회 (호세 그레고리오) 예수 복된교회 (빌리발도 목사) 예수 생명교회 (후안 로메로 목사) 

까리아꼬 예수대사교회 (안헬 마이스 목사) 또 제일교회는 캄페체 페닌술라 구아마체등 

3 곳에 교회개척 중 이다. 예수 복된교회는 페닌술라 아라이야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다.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사정이 역설적으로 교회성장의 계기가되다. 할렐루야 아멘! 

 

후안구와이도 국회의장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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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복음신학원 현황: 지난 2 월 9 일 개회예배 후 11 일 개강하다. 까리아꼬지역에 

학부과정 개설하다. 또 시골 마니꾸아레 까라따라 까루파노 지역에 특수과정 APALIDER 

개설하여 동부지역 교계지도자 양성에 앞장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 하신다! 

 

 

2019 년 2 월 11 일 개강교실 꽉 차다. 

 

카리브복음신학원 버스구입 등교도우다. 

중남미 카리브지역 신대원과정이 현지에 접목 되도록 노력 

하지만. 쉽지 않구나. 에쿠아돌 침례목사회 회장과 약속을 

지키려하지만 남미의 만냐냐 성품과 공짜로 받는 포퓰리즘이 

문제다. 졸업장 받는데만 관심이 많으니 여건이 조성될때 까지 

미루자. 하나님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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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를처음 방문한지 32 년 섬긴지도 22 년 째다. 

지금까지 여려 교단들과 교회에서 비젼선교로 

탐색하였고 미주 한인침례교 해외 선교부에서는 

서부 아바나와 동부 싼띠아고데쿠바를 방문하여, 

서부 아바나 신학교에 30 여명의 학생들에게 

2 년간 장학금 교육비와 생활비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게하신 주님을 찬양하다. 동부 신학교에도 30 여명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각 지역에 두 세개 (2 - 3 개) 가정교회나 교단교회가 설립되어 10 년 내에 80 여개 각 

교단교회들/가정교회가 설 수 있도록 미주한인교회가 힘을 모우자. 안디옥침례교회 2 월 방문과 

카나다 딕시교회 3 월 방문때 해결책을 강구하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아멘! 

Petición de Oración 기도제목: 

1. Venezuela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 사회 정상화되고 박사과정 시작하도록. Situación sea cambiada. 

2. Cuba 쿠바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시도록. Acción del Espíritu Santo sobre Obra Cubana 

3. Panama 파나마 형제들 쿠바선교 동참가능하도록. Participación de los Panameños en Obra Cubana. 

Contacto 연락처: 

• Venezuela 베네수엘라. Calle Niquitao #42, Cumana, Venezuela; kyungsukchung@yahoo.com 

+58  414-773-1433 정경석 Ven-Cuba; +58  412-305-0190; WhatsApp Kakao Talk 가능 

• Panamá 파나마: 중남미 선교둥지 마련 중 kyungsukchung@gmail.com  

• Cuba 쿠바: kchung@nauta.cu Tel +53  5-579-3263 

• EEUU 미국: 555 10th St. #201, Oakland, CA 94607 +1  415-712-6023 카톡 웟앱 WhatsApp 통화 

추신: 중남미 여러나라를 순회하므로 메일 후 카톡이나 웟쯔앱으로 연락주세요. 

2019.02.15. 오크랜드에서 정경석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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