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10월  선교보고 편지 

 
 

할렐루야!  

   선교의 주권자이시며 완성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선교 동역자되시는 장로님 그 동안 평안하신지요. 

지난 9,10월 두달 동안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온두라스는 우기철에 접어들어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동네마다 선거 운동으로 시끌벅적합니다. 현재는 지금 대통령 후안 

대통령이 연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거용으로 곳곳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 태권도 선교 칼리지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계속 건축되고 있습니다.   

토랜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후원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교회에서는 건축선교비 

후원으로 선교센타 내부 공사와 학생들 탈의실, 앞쪽에 콘크리트와 화장실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들은 미래의 복음 태권도 선교 칼리지로 활용되어 이곳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공립학교의 체육 선생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역사에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될것입니다.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두라스에서 가장 깊은 산중중에 하나인 라스 베기따스라는 지역에 한국에 있는 동일교회 

김휘현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하여 커피 농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250명이 

들어갈수 있는 예배실과  4개의 교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9월은 온두라스 독립기념일과 프로그래소 지역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더 멋있는 

퍼포먼스로 퍼레이드를 주도했습니다.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태권도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선교팀들도 온두라스에서 처음보는 

퍼레이들을 처음보면 즐거워 하였습니다.  

         

  2018년 태권도 사관생도들 선발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좋은 학생들이 들어 

오게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복음 태권도를 통하여  온두라스와 세계적으로 사역할 

글로벌 인재인 리더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말부터  아틀란타 중심으로 선교보고를 하면서 복음 태권도 사역에 대해 보고와 간증과 

설명회 를  가졌습니다.  기도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태권도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11월 한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프레쉬한 겨울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어와 이번 겨울에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원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역위에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푸른광야 온두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선교사 권영갑목사, 김미숙선교사 올림 

 

 
 
 
 
 



2017 년도 11월 복음 태권도 선교사역에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1. 2017년 한해 동안 기도의 능력과 비전이(딤전 4:8-9,15) 사역 곳곳에 넘쳐나기를  

2. 복음 태권도 선교센타 전기 공급과 나머지 공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3. 뻬를라 울루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성경, 한글, 태권도) 잘 진행되게 

4. 하이메, 호세 세실리오, 호산나, 에마우스 4개 초등학교 학생, 선생, 학교관계자를 위하여  

5. 복음 태권도 리더자들이 신앙과 태권도를 잘 전수할 수 있도록 

6. 산 마누엘 교회, 센트로 아메리카 교회, 산 띠아고 교회, 학생 훈련 (성경, 태권도) 

7. 함께 동역하는 유영준관장님과 김호석 사범님을 위하여 

8. 복음 태권도 학생지도자 (초등학교에서 준사범으로 사역함) 

    *대학생-오시리스, 알레한드라,  오글라,  호르헤 꼬레아, 

    *고등학생-마일린, 그레비,  하비에르,  스웰렌,  산드라,   

    *중 3- 하롤,  에릭손,  로니,  난시,  메르시, 아나,  마리아 

    *중 2-엑또르, 다니엘,  나운,  신디,  악셀, 켄시,  가브리엘라,  로날드, 스칼렛  

    *중 1-마이노르 를위하여 

9. 2017 목회자 계속 교육 세미나 (전도와 말씀훈련, 예배훈련) 

10. 일대일 학생-성도 선교후원 운동을 위하여 (초등-한달 10불, 중고등학생-20, 대학생 50불) 

     *학생들 장학금은 등록금, 태권도 도복, 태권도 T-셔츠, 바이블 타임( QT용)에 사용합니다.  

11. 2018년 선교 계획을 위하여 

12. 한국 부산 고려신학대학과 선교태권도 학과와 MOU가 잘 체결되게  

13. 태권도 선교 칼리지 건축을 위하여 (2017. 6월부터 시작) 

14. 이 번 겨울방학을 준비하며, 새로운 신입생들을 잘 선발할 수 있게 

15. 2018년 1월 27을 복음 태권도 시합을 위하여: 장소-프로그래소  

16. 권영갑, 김미숙선교사 부부의 영성과 건강을 위하여 

17. 자녀(아들 승휘, 딸 서휘)들을 위하여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비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