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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챈들러 한인교회의 성도님들과 박경춘 목사님과 이경우 목사님께! 

아마존 따바띵가 ”삼국경 신학교(S.T.F.)”에서 강광수 선교사 가족이 3월 아마존 선교편지로 인사드립니다. 

 

♥☺ 감사드립니다: 2015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여 벌써 3월을 맞이 할 수 

있게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삼국경 신학교(S.T.F.)” 도 새로 11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로 시작하였으며,  IETFAM(아마존 삼국경 교회 협의회)이 주체가 된 “CJET(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도 풍성한 열매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였주셨고, 동시에 개척교회 건축사역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 해로 4년차를 맞이하는 P.S.I. (IETFAM 후원 프로젝트) 사역도 날로 번창하여 감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후방에서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진정어린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선교의 동역자들로 인함임을 깨달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아마존 선교보고를  사역별로 보고하게 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삼국경 신학교(S.T.F.)”사역: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16년 1학기를 “CJET(청소년 지도자 세미나)”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 해엔 11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신나고, 기대되는 분위기로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1명의 

신입생들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학업을 잘 감당하며, 건강 잃지 않고 주어진 4년의 과정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와 함께 “신학생 양자삼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rlinho, Egnaldo, Esal, Henrique, Hildo, Ivanildo, Natanildo, Nelson, Orlando, Rafael, Runis 총 11명의 신입생들 

 

 IETFAM(아마존 삼국경 교회 협의회) 사역: 개척교회 건축 사역과 지속적인 지도자 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입장에 있던 IETFAM 회원들이 올 해 처음으로 CJET(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를 주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따바띵가 중앙교회”에서 수고하던 Milton 목사가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고향인 Caballo Cocha로 임지를 옮겨 사역케 되었고, 담임 목회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 목회자가 교회를 

담당하여 사역케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목회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올해 7회 졸업식을 준비, 

실행하였습니다. 세미나와 졸업식, 건축 등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든 분야에서 

IETFAM  회원으로 현지화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P.S.I. (IETFAM 후원 프로젝트) 사역: 한국의 “옥토재단”에서 선교지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역 상황과  P.S.I. 의 구체적인 미래청사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아마존에서 일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S.I.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트렉터 한 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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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T(아마존 삼국경 청소년 세미나) 사역: 올 해로 7회를 맞이하여 해 마다 참가 인원의 질과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1회 때 부터 CJET 를 같이 기획하고, 담당해 진행과 후원을 해주셨던 성 파울로 연합교회가 

선교부의  정비의 해로 정해 2016년도의 모든 단기선교를 중단하게 됨으로 CJET 실행에 큰 어려움에 봉착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한해는 CJET 를 중단할려고 까지 생각하던 중 수 많은 아마존이 청소년들이 개최문의와 선교사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올 해의 준비와 진행 모든 것들을 IETFAM 회원들이 담당하여 진행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준비하던 

중 성파울로의  Joel Hayashi 목사님으로 부터 강사로 참석하실 수 있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주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였습니다. 그동안 연합교회 중심이 되어 하였던 집회에 어떤이는 참석자로, 또는 보조자로 

참석하였던 IETFAM 회원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리더가 되어 몸소 실천하는 집회가 되었고, “교육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동안 연합교회의 노력과 사역이 헛되지 않았고, 놀라운 결과로 나타남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내 년엔 꼭 

단기선교 팀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소년 세미나의 참석자들....                                                           5조로 나누어 말씀, 드라마, 찬양, 논의 등 활동 중...                 신학교에서 기르는 돼지로 만든 “레초나” 점심식사... 

 

제 7회 졸업식: Abraham, Heberto, Milton 3명의 졸업생들이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 2월 7일 신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인턴싶을 마치면, 목사 안수를 받아 아마존 복음화에 매진할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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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issão Evagelico Três Fronteiras 브라질 인가 “삼국경 복음 

선교회”) 사역:  “내규”의 초완이 완성되어 선교사회의 검증을 거쳐 

완성되면 앞으로 모든 사역의 운영과 선교사들의 사역에 있어서 

“내규”를 중심으로 사역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젊고, 더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기 위해 1년간 준비한 “내규”가 활성화 되어 더 

많은 “팀사역자”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선교편지에 기도부탁하였던 4륜 구동 트럭을 

구입케되었습니다. 귀한 헌금으로 트럭구입에 동참한 선교의 후원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가가가족족족    소소소식식식: 고등학교를 아마존에서 마치고 콜롬비아에서 2년 한국에서5년간 공부하던 큰 딸 아현(Christine 25살)이 올해 

경희대 “국제통번역과”를 졸업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진로결정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둘 째 수아(Joyce 15살)이 성은교회의 헌신과 주님의 은혜로 

Greensboro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앞으로의 계속적인 공부와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사람은 장모님 병환(암)이 중하여져서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집사람이 아현 졸업식 참석과 장모님  

간병을 위해 급하게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전 사역 중 갑자기 종아리에 통증을 느껴 알아보니 “종아리 근육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한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사역에 큰 지장이 있어 힘들었으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과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선교 기도 제목들도 함께 보내 드리오니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해 주세요... 

 

기도 제목: 

 

①. 2016년 1학기에도 "삼국경 신학교(S.T.F.)” 운영과 모든 신학생들이 학업과 건강,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잘 받으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②. 앞으로 여성지도자 양성 하기 위해 필요한  여자 기숙사(15m x 20m)를 건축 할 수 있도록... 

③. 인디오 마을의  IETFAM 소속 개척교회의 건축과 현지 목회자 지원을 온전히 감당하며,  현지 지도자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④. “P.S.I.( 아마존 복음교회 후원을 위한 프로젝트: 양계, 양돈, 양어)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할 “전문인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필요한 장비들(트렉터, 트럭, 중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⑤. 온 가족의 영적 충만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큰 딸 Christine 아현의 진로결정과 둘째 딸 Joyce의 미국 교육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제나 처럼 매일 기도 가운데서 만나기를 소원하며…             

                                               3월 1일 2016년 

 

                  아마존 따바띵가 "삼국경 신학교(S.T.F.)”에서 강광수, 강희정, 아현, 그리고 수아 선교사 가족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