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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 Rupert and Port Hardy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이렇게 선교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7 년도 시작부터 작년과는 달리 소천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금요일과 심지어 주일까지
Comfort Service 와 Funeral Service 를 자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예배마다 위로의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짧았지만, 나누면서 더욱 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습니다.
2 월 5 일에 주일 설교 후에 Simon 이라는 형제가 배에
통증과 부풀어 오는 질병이 있어 의사를 보았지만, 알 수
없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치유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을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Job 이라는 형제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겨 평화가 없었는데, 치유의 시간에
기도함으로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2 월 23 일 Salvation army 에서 목요일 성경 공부를 하게
답니다. 그날 Matthew 라는 청년이 손가락, 손등이 골절이
되어 의사를 만나 기부스를 하고 붕대를 감고 다녔습니다.
붕대를 풀었지만, 손등의 뼈가 위로 올라와 있어, 여전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화와 기도 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움직이자, 뼈소리가 갑자기 나면서
뼈가 맞추어 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Matthew 형제는
놀라며 같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 월 27 일 에 Robert 라는 분이 두통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전혀 고통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치유가 되었고, 나중에 저에게
두통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3 월 1 일 Dean 이라는 형제가 만성 술중독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특별히 엉덩이 골반의 고통때문에 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형제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1 차 기도후에는 50%, 2 차 기도 중
회개 후에 고통이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걷을 수가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3 월 5 일 주일 예배 후에 치유 시간에 술중독 가운데 있던
David 라는 청년이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Joyce 자매의 장례식 Clair 가족모습

3 월 19 일 funeral Service 후에 Helen 이라는 할머니가
갈비뼈에 고통이 있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손목에 고통이 있어 기도해서 치유되셨던 분입니다.
갈비뼈의 고통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치유 되자, 너무 기뻐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갑자기 기도 요청을 또 하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
4 월 2 일 타 지역 자매가 예배 후에 치유 기도 시간에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도 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기적,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무장할려고 합니다. 많은
동역자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간증과 소식으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Prayer Requests
1. 원주민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늘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게 하여 주소서.
4. 저의 가정의 재정적 후원과 기도의 후원자들이
생겨 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후원과 문의:
카톡 아이디:paullee2013, 1-250-230-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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