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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소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21년 첫 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Covid-19가 새해에도 여전히
만연하고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가 있는
자와(Jawa) 섬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도 발릭빠빤 시와 사마린다 시를 왕복
하며 사역을 했지만, 발릭빠빤 시가 확진자가 하루 150-200명으로 급증하여 현재는 사마린다 시에 머물고 있
습니다. 물론 이 도시도 하루 70-100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외부 사역
을 거의 중단하고 문화센터와 교회 사역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소식]
사마린다 하나로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
업과 직장의 문제로 출장을 다니시는 분도 많지만, 매주 6-10명 정도 꾸
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위 한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
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 조국과 이 땅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
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민국과 노동청으로부터 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웃이 외국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3중으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
현지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예배와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GBI(Gereja Bethel Indonesia)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 일을 의논하였고, 현
지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지역 노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회가 잘 유지되면 올해 연말에는 정식 교회로 등록이 될 예정
입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HANARO MAJU ABADI 법인 소식]
지난 번 기도편지에서 하나로 법인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역 관공서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법인 직원이 일을 잘 못 처
리하여 다시 처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 사회국에 사회 법인으로
등록되었고, 한국문화센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역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문화센
터를 통해 한글학교를 시작하고, 한글학교를 통해 기독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
고, 인도네시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ㅇ
ㅅㄹ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독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대학 캠퍼스 사역(SFC)을 준비합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해 대면사역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글에 관심이 있는 학
생들과 비대면으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제사역 소식]
지난 연말은 무척 바쁘게 보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고국에서 보내주신 후
원금으로 2곳의 보육원에 있는 100여명의 아이들에게 쌀 200kg, 계란 5판,
설탕 10kg, 식용유 20kg, 아기귀저기 960개, 유아젖병 10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분의 인도네시아 목사님 가정에 성탄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21
개 교회에 103권의 인도네시아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온라인 예
배를 드리는 인도네시아 교회에 성경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사랑으
로 성경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이들에게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신 김가네 형제들, 김기주 집사님, 임신균 집사님, 조영희 집
사님, 고제교회의 3분의 후원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로 교회가
작년 4월부터 4명의 인도네시아 교회 목사님들과 12가정의 성도들에게 매월
생필품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교회가 작지만 모든 성도들
이 최선을 다해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섬겼는데, 교회가 법인을 함
께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 중 말씀을 나누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
도 모르게 울었는데, 그 다음 날 황태연 형제의 후원으로 4개월 정도 더 후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황태연
형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가족이야기]
저희 가족은 현재 교회가 있는 사마린다 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교회로 쓸 건물을 임대하고 법인
설립을 위해 이곳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서 발릭빠빤 시에 확진자
가 매일 150-200명이 되어 이곳에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
사역을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교회와 법인 등록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문화센터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한국에 있는 하영이와 은형이는 겨울 방학동안 창원세광교회 쉼터에서 잘 지내고 다시 개학을 하여
황간에 있는 한국 임시 기숙사로 갔습니다. 최근 한국의 소식을 들으며 걱정도 되었지만, 학교에서 지역 보건
소와 소통하며 기숙사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입소했고, 5일 후에 다시 코로
나 검사를 진행하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과 겨울 방학동안 두 아이만 한국에
서 지내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창원세광교회에서 잘 챙겨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영이는 이번 봄에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
다. 은형이도 건강하게 지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욱이는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지치기도 하
지만,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영상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중에 중학교 졸업시험을 치는데 잘 치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
는데, 좋은 학교, 선생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하게 하시는 은
혜가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가정되게 하소서.
2. 사마린다 하나로 한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3. 설립된 법인을 통해 준비하는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4. 문화센터 사역과 대학생 공동체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5. 배성운 박희정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6. 주신 세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7. 적자 재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