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펠디와라 교회

  1)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8월 1일부터 4일까지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까
지는 브라쇼브 작은교회들의 연합으로  캠프가 있었는데 올해는 장소문제로 연합모임을 이루
기가 쉽지 않아, 또한 펠디와라 교회 마당에 약식 야외공간을 만들어 모임을 교회내에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30여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
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교호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12살난 여자 아이가 교회에서 넘어져 발
목이 골절되어 긴급히 실려가 치료받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치료가 되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감사합니다.      

  2) 방학중 청소년 QT훈련
     6월중순에 방학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년들을 열심히 
신앙으로 지도하고자 했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떠난 것을 보며 교회
에 있는 청소년들을 참된 믿음으로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3) 세례식
    8월 마지막 주일엔 4명의 성도들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플로리'자매는 남편과 
결혼후 서로가 맞지 않아 서로 이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하는 매일 말씀묵상을 열심히 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 

남편과 하나되고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매로 변화되었
습니다. 

  4) 찬양대
   교회의 찬양대를 다시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엔 청소년들이 위주로 된 악
기 찬양대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악기 위주의 찬양대가 세워졌
으면 합니다. 루마니아인은 라틴족의 특성답게 음악을 좋아합니다. 찬양대가 잘 세워져 주님
께 믿음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

2. 뜨르너베니 교회

  교회의 중심리더인 파네전도사가 수개월동안 몇가지 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하는 일
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잘 되어 퇴원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수집
사들인 야노스, 아디쇼르, 그리고 알베르트가 교회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

3. 주일학교

   1) 아라치 교회
     이곳 주일학교에서 자란 청소년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들과 말씀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일부 청소년들이 잘 자라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곳의 많은 집시 아이들과 수년동안 만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함을 느끼며 지냅니다.        

   2) 주일학교를 위한 도움 요청
     브라쇼브의 교회들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건
상 이중에 한 곳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세우는데 쓰임받았으면 합니다.        

--------------------------------------------------

4. 이단 '신천지'와의 영적전투 

   한국의 이단 '신천지'선교사들과 루마니아 현지인 신천지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곳 브
라쇼브지역의 교회들에 침투하여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브라쇼브 주 지역
의 몇 교회에 성경공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단임을 알리고 
성경공부를 금하도록 하였는데, 최근에는 브라쇼브 시내의 큰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신천지를 알려주고 성경공부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교회들은 외부인에게 비교적 쉽게 강단을 여는 분위기여서인지 이를 알
고 신천지가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쇼브 지역의 신천지 이단의 공격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지도자 기도모임 

   열 다섯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나누며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도 힘을 합하
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