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8 년 8 월 선교편지 INFORME MISIONERO DEL MES JULIO 2018 

2018 년 8 월 선교편지 Informe Misionero del mes de agosto 2018 

Así mismo, en nuestra debilidad el Espíritu acude a ayudarnos. No sabemos qué pedir, pero el 

Espíritu mismo intercede por nosotros con gemidos que no pueden expresarse con palabras. 27 Y 

Dios, que examina los corazones, sabe cuál es la intención del Espíritu, porque el Espíritu intercede 

por los creyentes conforme a la voluntad de Dios (Romanos 8:26-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Qué pasó en Venezuela? Hiperinflación monetario nacional. 베네수엘라가 또다시 평가절하로 요동치다. 

Quitaron cinco cero n billetes venezolanos vigentes ¡100 mil inflaciones! 

베네수엘라 화폐 공(영) 다섯개를 지우다. 또 십만의(100000) 평가절하다. 

Los billetes venezolanos nuevos aparecieron. 

또 새로운 베네수엘라 화폐 선보이다. 십만배의 

평가절하다. 어쿠 20 년만에 결국 구 화폐에서 

공을 11 개 때어낸다. 문제는 현찰 보유 가능할가? 

¡Venezuela para Cristo! 베네수엘라를 예수님께로! AMICRISTO (Adiestramiento para el Misionero de Cristo)  

Se realizaron AMICRISTO en la Iglesia Bautista 

Canaán de Montanita: los candidatos llegaron 

en domingo y recibieron dos (2) semanas del 

entrenamiento: una semana teórica y otra 

práctica. Total, seis hermanos culminaron. 

Había problema alimento debido a la situación 

venezolana, pero Señor lo proveyeron para 

entrenar Su Pueblo. Gloria a Dios. ¡Amen! 

현지선교사 훈련과정 AMICRISTO 두(2)주.과정 잘 

마치다. 심각한 식량사정으로 집단 숙식 힘든과정 

이었으나 주님께서 해결 할 능력주시다. 로칼 현지 

선교사 훈련과정 7 월 29 일 부터 8 월 11 일 사이에 

몬타니타 가난안침례교회에서 이루어지다. 한주는 가나안교회에서 숙식하며 성경이론 배우고 다음 주는 각 

교회사정에따라 실습하다. 주여 이 훈련받은자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쿠마나지역에 확장되게하소서! 

 

사진, 우편에서 좌: 첫날 입학식과정 훈련받는 형제들 2 주 후 훈련수료증 받는 현지 베네수엘라 선교사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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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 복음신학원 2018 년 후기 가을학기가 9 월 1 일 개강한다.베네수엘라 공중버스 

사정이 좋지않아 수업 후 돌아 갈 차량이없다. 오후 6 시 이후에는 전 도시가 올 

스톱이다. 믿기지않는 사실이다. 픽업 개조한 차량구입 결정하다. 

 

파나마 둥지마련: 중 남미 다니기가 쉽지않다. 중미나 카리브연안국은 항공편이 많다. 

그러나 남미 베네수엘라 에쿠아돌은 너무 멀고 항공료도 만만치않다.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중미 파나마가 중간지점으로 적격이다. 파나마 한인교회 이은영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 찾아 보련다. 과테말라 아비가일 선교사님도 한 몫 하시려나. 

El equipo de la Iglesia Han-Mi, Cleveland, OH, sirvió a los descendientes coreanos en Holguin, Cuba. 

크리블밴드 한미장로교회가 쿠바 동부지역 홀긴 Holguin 마나띠 Manti 말까네 Marcane 한인후손들을 섬기다. 

미 오화이오주 크리블랜드 한미 

장로교회 선교팀 쿠바 동부지역 

섬기다: 예정대로 30 일 월요일 

도착하지못하다. 뉴욕 항공기가 

태풍으로 출발하지 못하여 하루 

늦게 화요일 홀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팀원 10 명에 가방이 19 개다. 12 인승 차량 2 대와 현지 통역사까지 준비하느라 많이 노력하였다. 

반(SEMI) 정부소속 개인차량이라 너무 좋다. 에어콘에 넓은 공간이다. 홀긴소재 1910 개인소유식당에서 점심 

후 곧 라스투나(LAS TUNAS)로 향하다. 

첫날 월요일: 홀긴 한인들과 만남은 연기되다. 도착 한 날 저녁에 만나야 하루를 버는데 월요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모든 한인후예들이 함께 모일 수 가 없다. 연락하며 모임 장소 등 예약으로. 목요일 저녁으로 순연하다.  

두째날 화요일: 공항에서 빠져나오는데 그의 3 시간 걸리다. 입국절차 세관통과 힘 들었지만 입국시켜주니 

감사하다. 어쿠 세금도 많이 내었구나. 정심 식사 마치니 벌써 오후 4 시다. 두어시간 거리인 라스투나스(LAS 

TUNAS)로 이동 민박집에 짐 풀다. 오후 7 시 40 분경. 나는 마음과 육신이 고단하여 그냥 침대에 쓰러지다. 

셋째날 수요일: 오전 9 시경 출발하여 마나띠(MANATI) 에스민다 목녀집에 도착하니 벌서 10 시가 넘었구나.  

 

셋째날 아침 일찍 출발이 쉽지않다. 결국 오전 9 시 반 지나서 LAS TUNAS 출발하니 10 시 후 마나띠 (MANATI) 

도착이다. 교육전도사격인 마리셀라 집에는 벌써 30 여명의 어린이들이 기다린다. 눈망울 총총한 어런이들이. 

적은수의 어른들도 함께 모였구나. 어린이 VBS 후 한글강좌와 한국문화 소개 시간이다. 통역관 할 일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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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키다. 에스민다집과 마리셀라 집에서 의료봉사하다. 어린이 VBS 사역과 한글사역 문화사역 동시에 할 

여건이 아니다. 준비한 2 통역관 사용 할 수 없구나. 중남이 카리브 해안국에서 동시사역은 힘 들구나. 

에스민다가 준비한 점심 후 나무 의자 3 개 값 ($100) 선풍기 3 대 값 ($150) 모두 $250 CUC 전하다. 다음 방문때 

확인하련다. 에스민다와 마르셀라에게도 사역비를 보조하다. 김민석 목사님이 너무 꼼꼼이 챙겨주시니 

감사하다. 너무 외진 곳에 뜰어져있는 마나띠 시골촌. 280 여명의 한인선조들이 도착 한 역사적 항구도시다. 

사탕수수 국제수출 항 이었으나 지금은 페허된 유령도시! 예수님 부활처럼 다시 생기를 얻도록 기도하자!  

 

마나띠 어린이들 VBS 사역으로 태극기 만들기 한글배우기 한국 문화소개 하다. 한국인 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긍지를 갖도록 격려하다, 

의료선교는 어디서나 인기다. 건강 챙기는 것 제일 

중요하니까. 문경식 치과의사 집사님 조용하시고 

참을성이 대단하시다. 나는 셩격이 급해서 늘 손해 

보지만 베드로같은 은혜도 맛 본다. 

새누리 선교교회가 

보낸 볼펜 내용 사랑 

전하고 에스민다에 

셀폰 드리다. 통화 할 

수 있도록 

수요일 마나띠 사역 후 다시 파랄토 옛 민박으로 가다. 좀 더 경제적이고 시내 한 복판이고 WiFi 있는 민박집 

권유하지만 김 목사님 막무가네다. 선약을 지켜야하지만 너무 바가지다. 통역관도 쿠바화페는 은행에서 환전 

해야한다고 하는구나! 아`~ 모두 한패구나! 너무 슬프고 고달파 저녁 모임 불참하고 누워보지만 참람한 마음임. 

넷째날 목요일: 아침 일찍 준비하지만 여러 곳에서 숙박하니 오전 8 시가 넘어야 아침식사하다. 준비한 과일 

야채 빵으로 식사하며 좀 더 풍부하게 요구하지만 팀원들은 처음이라 좋아하는구나. 서둘러 말까네 도착하니 

벌써 10 시가 넘었구나. 조그마한 집이 카띠 프란시스코 목녀 집이란다. 이제 이곳으로 이사왔단다. 교회 지을 

땅 찾는데 누가 땅을 내어 놓겠나만, 교회당지어 줄가 봐 챙기는 구나!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어린이 

35 여명이 작은 방에 빡빡하다. 이번 성경학교 VBS 사역때 오순절교회 넓은 곳 빌린다고하였는데 그곳으로 가 

보자고 권유하다. 어유 너무 넓고 쉬원하고 너무 좋다. 일단 이곳에서 의료사역하자고 권유하다. 언젠가는 

한인후예들 가정교회가 성장하여 지역교회로 바뀌어 지고 전 말까네 지역을 봉사하며 이 교회당 보다 더 좋은 

예배당 헌당하도록 꿈을 꾼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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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네 목녀 카띠가 한미장로교회 팀원들 소개 후 어린이 VBS 사역시작하다. 간단한 음료 빵 간식도 즐기는 

어린이들 보며 구루텐 프리 식품이니 유기농과일이니 NON GMO 떠벌리는 미국생활이 너무 사치스럽구나. 

이번 홀긴한인후예들과 만남은 회장인 펠릭스가 부재 중 이라 임시로 맡은 아벨과 아니따가 추진하다. 

중국회관 Colonial China 에서 

한인후손들 함께 만나다. Abel 

Gonzlez-Anita Martinez 가 참 

조흔 모임 장소를 구하였구나!. 

Felix 가 꺼리는 장소지만. 왜? 

   

아벨 곤살레스 가족, 한미장로교회 VBS 청년팀 7 명, 아니따 말띠니네스 가족등 모든한인후예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다들 너무 좋아하는구나! 새로운 리더쉽이 필요하지만 권위적인 나라에서 쉽지 않으리… 

회장 펠릭스 오트바이 용 머리 

투구를 구하지 못한다고하여 

손가방에 넣고 온 머리보호용 

투구 전하였다. 아벨-학신토와 

함께 전하였므로 확실하겠지. 

다섯째날 금요일: 오늘은 루이덴 목사님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하니 참 편하다. 어찌하여 이러한 열약한 

환경에서 펜테코스탈교회가 성장하는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베네수엘라 쿠마나 자역에서도 그랬으니. 

  

말까네 사역을 오전 중 마치기로하다. 태극기 만들기 완성 의료봉사 한글배움등 마치고 단체사진도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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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네 지역에서 모든사역 마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소서! 삶이 바뀌어 

영육간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새누리선교교회에서 보낸 볼펜들 루이덴 목산님과 카띠 목녀등 

성도님들께 선물하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에 전달되면 모두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주 안에서 평강하리로다! 

마지막 날 만찬은 Delicias Cubanas 개인식당에서 좋은 음식으로 접대하다. 제일침례 마라나타교회 아마도 

목사님 부부와 아벨 곤살레스 부부만 초대하다. 운전기사들과 통역들은 제외하다. 예산이 부족하단다. 이번 

사역비는 $2K 정도 더 사용 한 것으로 추정되다. 자동차렌트 민박 식사료 숙박료 통역비 한(1)대면 가능한 

차량을 두대 빌림등. 빨리 독립하려는 추진력 좋지만 소통하지않은 자존감, 취소 가능한 예약 지킴등으로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하다.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추천하지못한 행동 후회하지만 지난간 바스에 손 드는 행위다. 

여섯째날 토요일: 출국 3 시간 전에 공항 도착하니 수속에 문제없다. 수고하셨습니다. 귀국하여 편히 쉬세요. 

사역 후감: 선교팀 도착 3 일 전 시내 민박집에 선교팀 14 명 전원 예약되어 급행으로 연락하며 선교사와 

상의없이 택한 한미교회 예약 취소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그대로 유지한다니 마음이 불편하다. 많은 경비 

지출이 예상되니까. 다음날 학신토 내외와 만나 이번 한인후예들 모임에 협조하도록 당부하다. 다음날 아벨집 

방문하니 4 대째 (할아버지 아벨내외 아들내외 손녀) 함께 사는구나. 가정교회 헌신 하도록 권유하니 매우 

긍정적이다. 한미교회 선교팀 입국이 연기되어 세가정(학신토 아벨 아니따 세부부)을 식당에 초대하여 다음 

모일날자를 상의하다. 가능하면 도착 날 화요일 저녁 모임이 사역날자를 하루 앞 당길 수 있음을 강조하지만 

연락등으로 불가능 하다고한다. 전화없는 가정 직접 방문 필요하단다. 가능하지만 다 참석이 어려움으로 

목요일로 정하잔다.  

남은 물품 가방등 도로 갖어가록 권장하다. 다음번 사용가능하고 짐값도 공짜니까. 아~ 고신고집 대단하구나. 

출국 후 남겨놓은 식품재료 가방등 정리하여 아벨과 아니따에게 전달하기위하여 다시 식당에 초대하여 

한인교회 방문목적 재 강조하며 꼭 한인후예들과 쉐어하도록 권장하다. 요리법등을 가르치며 나도 배우다.  

   

8 월 5 일 주일: 아침예배에 후안 로드리게 총회선교담당 목사님 제 2 침례교회 알파&오메가 예배인도하다. 

홀긴에서 집중 목회학석사과정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다. 할렐루야! 특히 아포스띨에 관심이 많다. 

쿠바도 중 남미처럼 졸업장이 정부 교육부에 등록되지않았다. 마나띠 청년 에르네스토 성경학교입학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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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 돌아 온 후 WiFi 연결이 신통치않다. 저녁에는 아마도 라미레스 목사님 마라나타교회 예배 참석하여 

간증하다. 다음 방문시 오전예배 참석하도록 권유한다. 아니따 말띠네스 가정에 성경공부 할 쿠바 교사 보내 

줄 수 있다니 참 고맙구나! 한인후예들이 변화되어 쿠바를 섬기는 꿈을 꾼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 꿈이 이루어 

지도록 도와주세요. 밤 10 시 넘어 민박집 돌아왔으나 너무 졸려 WiFi 인터넷 연결이 어렵구나.  

6 일 월요일: 아이구 절시구 좋다. WiFi 연결되는구나. 한미장로교회 크리블랜드에 잘 도착하였다니 감사하다. 

2 일 더 보내며 수도소재 서부총회장 다리엘 아바나 신학장 발바로들과 10 월 방문 재차 확인 후 무사히 

센프란시스코 도착하여 이틀간 끙끙 앓고나니 건강회복 되는구나! 이제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예전엔 

다음 날 설치고 다녔는데…  

Con Amor y Gracias, Pr. Kyung Suk Chung 감사와 은혜로, 정경석/금자 선교사 드림. 

Agenda del Período 3-4 분기+ 선교예정: 

• Habana-Cuba-Oriente 9 월: 쿠바서부 아바나지역 선교. 10 월 해외선교부 동부총회/신학교 방문 

Obra Misionera de Occidente Cubano y Visita n Convención Cubana Oriental por CBCoreana.  

• Ecuador 10 월 에쿠아돌 국제복음식학원 집중강의 

Realización n clases intensivas del Seminario Internacional de Ecuador en octubre. 

Petición de Oración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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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uba 9 월 10 월 쿠바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시도록. Acción del Espíritu Santo Obra Cubana en-octu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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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cuador 에쿠아돌 8 월 10 월 신학교사역 주님 인도하시도록. Obra misionera ecuatoriana en octu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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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mg 

Suk Chu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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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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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uador 에쿠아돌: kyungsukchu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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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Me lo comunique en e-mail, luego me acerque con WhatsApp o Kakao Talk, porque estoy sirviendo 

como Patrulla Misionero en Centro- Sur América y Región Caribe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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