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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sbhs8436@gmail.com 60-12-584-2060, 카톡ID:sampark 326 

한국본부02-443-0883. 미주본부1-714-774-9191, 미주에서 후원시 : 이름 GP  

박상배,  미주 발송 주소: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 

한국 후원구좌 안내: 이름 GP선교 박상배,  KEB하나은행 990-090818-594  

                         

                                                              2019년 5월23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어머니 학교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어머니학교가 4월 23-26 일 진행되었습니다. 페낭에 있는 두 개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준비 

하며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나 아름다운지를 체험하였습니다. 지난 어머니 학교시 은혜를 

받은 현지 중국교회교인이 섬김이로서 섬겼습니다. 이번에 두 명의 불신자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현숙선교사는 매주 스텝팀에서 말씀나눔과 중보기도팀 

인도로 잘 섬겼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GP시니어 모임 

기도해주셔서 은혜와 영성이 있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5월 6-10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선교비가 부족한 후배선교사를 위하여 "후배 사랑기금"을 

만들어 시니어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방인을 부르신 교회에서 설교 

지난 4월 14일 보르네오섬 목회자가 없는 이반족 교회에서 '스데반의 말씀충만과 담대함을 

본받아' 살자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반족 마을에 비록 목회자는 없지만 T선교사가 격주로 

방문하며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구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현지 리더 한 

가정이 목회자의 심정과 헌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 가정이 지역과 종족에게 축복이 되는 현장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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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K지역에서 설교를, 5월 15일 K신학교에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아직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닫힌 지역이지만 초대교회의 본을 삼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체험하며 사도행전적 삶을 살도록 증거했습니다.   

 

4. T선교사 가정에 8박 9일 머물며 

23번 식사를 같이하였습니다. 매일 요한일서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네 팀의 현지인을 제자훈련하여 3년 동안 훈련받은 현지 리더는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이 자연스럽게 현지인과 동역, 위임, 이양되는 과정이라는 간증을 

나누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제목 

1.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이현숙선교사의 묵상학교와 박상배 선교사의 매주 목요일 

사도행전을 통한 멘토사역 위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2. 주께서 건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중인 프라납지역 교회건축이 

순적하게 되도록 

3. 임플랜트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뼈가 잘 채워져서 치과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4. 종성이가 대학 3학년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감사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힘쓰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5. 종민이가 6월 첫 주에 마지막 시험을 잘 치르며 11학년을 마무리하도록 

 

함께 후원과 기도로 동역을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성령충만 하십시요. 

                                          

                                              박상배, 이현숙, 종성, 종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