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펠디와라 교회를 위해

  지난 주일(6월 19일) 야외 예배를 세례식과 함께 가졌습니다. 버스와 움직일 수 있는 차량
을 동원하여 펠디와라에서 한 시간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랫만에 야외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8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중엔 세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결혼신고를 안하고 사는 
두 커플이 결혼신고를 하여 정식 부부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세례자중 두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담배를 끊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루마니아 개신교에선 흡연이 금지
되어 있음).  세례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이들이 더욱 믿음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었으면 합
니다.  올 해 들어 새로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계획하기론 8월중에 다시 
한번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2. 뜨르너베니 교회를 위해

  전도집회가 7월 중순에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어린이 전도집회도 추후 있을 
예정입니다. 어린이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1) 새로 시작할 주일학교를 위해

   - 이아러시(Iaras) 교회: 펠디와라 교회 근처의 집시마을에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집시교회들처럼 기존 교회는 있지만, 주일학교 교육은 없고,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
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르칠 인력이 쉽지 않아 상황은 여의치 않
지만,  해당교회에 가능성 있는 장래 교사를 2-3명 추천받아 이들과 함께 처음부터 함꼐 주일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사명감으로 세워지고, 또한 사역을 잘 배워 펠디와라 교
회의 주일학교 팀이 떠나더라도 이들이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감당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들을 친히 이루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아리니(Arini) 교회: 펠디와라 교회 근처의 아주 큰 집시공동체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
의 시간과 일정을 보면 이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지만, 큰 공동체에 주일학교는 
없고, 많은 집시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기에 방학기간(6월말부터 9월중순까지)을 위주로 진행하
려고 합니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장래 주일학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서너명의 성
도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들에 
의해 주일학교가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  

2) 브라쇼브주의 어린이 전도와 주일학교를 위해 

  올 여름엔 특별히 브라쇼브주 전역에 거쳐 어린이 전도와 주일학교를 위한 귀한 일들이 진
행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데 브라쇼브주의 어린이 전도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저와 아폴로 목사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루마니아 전역에서 주일학교 교
사들이 브라쇼브에 모여,  지역교회들과 협력하여 어린이 전도와 주일학교에 힘쓰게 됩니다.  
루마니아에선 이처럼 한 개주에,  대규모로 진행하는 전도집회가 없었는데 이 귀한 기회를 통
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지역교회들이 주일학교 사역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아울러 주일학교 사역에 부흥이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브라쇼브주지역의 교회들의 방문과 도전, 준비 컨퍼런스, 외부 참석자들의 숙박문제, 주일학
교 교사양성학교(7월 4일부터 7월 9일), 그리고 각 지역교회들의 전도행사(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등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 펠디와라 교회:유년주일학교와 청소년 주일학교가 잘 서가며, 또한 몇 명의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귀한 일군들로 잘 세워지도록 

  - 아라치 교회: 요즘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주일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8명의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아울러 주일학교의 부흥과 함께 사탄의 방해도 있
는데 성령의 능력이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하도록 

 -  토하누 베키 교회: 귀하게 세워진 4명의 청소년들이 교회의 주일학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4)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 

  브라쇼브 지역의 적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8월 한달동안 몇 번에 
걸쳐 여름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캠프기간내내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