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선교지에서 김선종 선교사가 안부인사를 전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선교지에서는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지고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소식 전하지못해 송구합니다. 

 

1. 알타이 7개교회 현황: 꼬샤가치 교회:  현지 성도들의 헌금으로 대지를구입 증축을 도와  아르좐 

사역자부부가 사역을 하고있습니다. 우물이없어 우물을 파고있고 여름을맞아 교회내부를 

새롭게단장하고있습니다. 

 

앙구다이교회:  아일란,아루뚜루 두사역자 가정을 주축으로 제 작년부터 시작한 교회건축이 

마무리돼가고있으며 매일 5,6명이 새벽기도를 하고있답니다. 

 

우수깐교회:  료냐사역자가정이 섬기고있으며 성문교회도움으로 주택과 대지를 사서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 사랑교회 도움으로 교회건축중 입니다. 적은 건축비 관계로 인건비없이 사역자와 신학생,성도들이 

돕고있답니다 

. 

 울라간교회:  현지 성도들의 헌금으로 외부를 지었고 내부를  도와 리모델링중입니다.비탈리 신학생이 

사역중 

 

 탄도쉬까교회:  율랴성도 가정에서 6년째 예배를 드리던중 올해 사랑교회 후원으로 건축중입니다. 

아나똘리신학생부부가 섬기고있습니다. 

 

고르노알타이교회:  샤샤 아르자나 부부가 계절신학 공부 하며 사역하는교회로 건축이 마무리단계입니다. 

 

고르노 샘물교회:  게라사역자가 사역하며 7교회 총 리더로 섬기고있고 계절신학교 책임자로 

섬기고있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교회로써 내부 완성이 덜되어 내부공사를 조금씩 돕고 

있답니다. 

알타이는 총 7교회 지교회가 세워져 노회가 조직되어 총책임자인 게라목사가 목수기술이 있어 교회 

건축하는데 큰 역활을 감당하고있습니다. 알타이 산골지역 우물파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수칸교회 

물이나오고 있고 꼬샤가치 교회 우물파는중이랍니다. 

 

2.마그니따 찬양교회: 1999년 세워진교회로써 겐나지,나타샤 부부가 섬기고있으며 올해 교회를 이전 

외부도움없이 성도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3.알타이 계절신학교: 80여명이 공부중 60명 등록학생 20명 청강생 1년과정을 마쳤고 가을 학기부터 

2년 과정에들어갑니다. 

2년 과정을 마치면 각교회 사역 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됩니다. 목사후보생으로 유라, 샤샤, 아르좐, 

료냐, 아르뚜루, 아나똘리, 비탈리 총 7 명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아가페신학교: 노보 믿음교회 에서 매일 아침부터 6시 까지 해오던 과정을 가을 학기부터 성경연구원 

과정으로 바꾸어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신학교 졸업생들이 알타이 건축을 돕고있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노보믿음교회: 지마,제냐 사역자가 든든히서서 위임 받을수있도록 훈련중입니다.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세워가도록 기도가 절실 하답니다. 로자 할머니가 소천했고 랴야 성도가 대장 절제술을 했답니다. 

 

6. 통일선교:  매주 탈 ㅂ 형제들과 예배를 드리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있으며 극적으로 4명 구출했는데 

한명은 공항에서 경찰에 잡히고 한명은 일터에서 잡혀 유치장에 2주간 갇히게 되어 재판에서 북송될 

위기에 유엔 인권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되어 신앙생활하고있답니다. 구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의 도움으로 무사히석방되어 감사하며 구출과정이 007을 연상케 했답니다. 

 

7.선교사가정: 김선종선교사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중 이랍니다.여러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온상태입니다. 

                  

 

기   도    제   목 

 

1. 알타이에  7개 지교회들의 영적성장과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신학교를 통하여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 되도록 

3. 7명 목사후보생들을 위하여 

4. 우물파는 사역위에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파는곳마다 물이 잘나오도록... 

5. 선교사부부의 건강을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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