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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 Rupert and Port Hardy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선교 소식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들어 따스한 날씨 때문인지 마을
원주민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출석률이 낮아 지면서, 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6 장 12 절 말씀을 붙들고 대적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더욱더
친교를 나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에 감사합니다. 피곤함보다 기쁨이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아래의 선교 소식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 월 7 일에 Marion 할머니께서 정확히 시기는 모르지만,
고통 때문에 3-4 개월간 양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후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만지심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4 월 9 일 주일 예배 후 기도 시간에 Mabel 할머니가
무릎이 거의 1 년동안 아파서 걷기가 어려워 하셨습니다.
이 분은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간증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4 월 15 일에 Campbell river 에서 사는 Marvin 이라는
원주민 목회자가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분께서 몸무게가 무겁고, 무릎의 통증으로
2-3 년간 통증을 가지고 사셨는데, 예배 전에 인사 가운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5 월 12 일에 예배 후에 한 자매님의 다리가 아프셨는데,
기도 후 치유가 되었고, Evelyn 자매님은 마음이 아파
힘들어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의 만지심 가운데, 자매가 눈물로 회개 하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5 월 19 일에 토론토에서 원주민 포롬을 끝내고 공항에
있는 worship center 에서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오는데 한 백인 자매님이 호흡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정신을 잃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용길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찾아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와 감사 기도했습니다.
5 월 25 일에 salvation army 에서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Methuselah 할머니가 왼쪽눈이
아파서 의사를 보았는데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기도 후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5 월 29 일에 커피숍에서 백인 여행자
Jason 이라는 백인 형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25 일에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 형제가 자신이 오른쪽
눈이 아파서 전혀 눈을 쓰지 못하고 초점을 맞출려고 하면
통증이 생기고 힘들어 의사를 보았지만, 치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은 20 년간 경찰로 일을
하면서 육신과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눈으로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어 이 분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6 월 4 일에 주일 예배 후에 Marion 할머니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 설사를 한다는 말씀으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치유가 되었고, Coon 이라는
자매가 strength 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전 성도들이 기도 후에
뜨거운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6 월 8 일 salvation army 에서 성경공부 전에
Dave 라는전혀 믿음이없는 형제가 오른쪽 무릎에
타박상으로 고통가운데 잘 걷지 못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 치유를 위한 기도를 물었을 때, 감사하게도
허락하셔서 기도 후 치유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6 월 13 일 salvation army 에서 Methuselah 할머니가
손목의 부상으로 물건을 들면 통증이 느껴 지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후에 통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2 주 전에 저의 왼쪽 윗의 치아 하나가 너무나 흔들리고
피가 나서 왼쪽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상하게도 바늘로 3 분에 한 번씩 찌르는
현상으로 인해 배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소화제를
먹었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기에 통증이
있어, 치아과 배로 인해 고통가운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 이외에는 매달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
않아서 기도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잠이 들었나 봅니다. 새벽 1 시
30 분쯤에 일어 났는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저를 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빨이 신기하게도 잇몸에 잘 붙어
있고 배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왼쪽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Therefore,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keep sober
in spirit, fix your hope completely on the grace to be
brought to you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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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