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선교보고 편지 

 

할렐루야! 

다사 다난했던  2017년 한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와 변희영장로님과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온두라스는 대통령선거 후유증으로 온 나라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성장통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자동차 타이어와 나무등을 태우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2 주간국가 비상상태로 

돌입했다가 급기야 어제부터는(12 월 18 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현장 곳곳마다 군인들을 투입하여 

무력으로 진압하며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온두라스 땅 곳곳에 뿌려짐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일년동안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선교헌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7 년에는 베다니 장로교회,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그리고 콜롬비아 한인 

연합장로교회 단기선교팀이 참여하여 온두라스 프로그래소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 제목이던 태권도 선교 칼리지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태권도 시범팀이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김원배 관장님을 통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김전중장로님 내외분과 자녀들을 통하여 온두라스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NCKPC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어 참석하여 총회에서 선교보고를 하였습니다. 교회 선교보고와 

한국 부산에 있는 고신대를 방문하여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선교 칼리지와 협력하기로 의논하였습니다.  

 

*송석민목사님을 통하여 현지 목회자 계속교육의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유영준관장과 떼구시괄빠에 있는 김호석 사범을 통하여 리더자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많은 사람, 많은 사건,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진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받고, 은혜를 나누었는지.... 가는 곳곳마다 환영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권도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땀흘리며 수고하여 훈련에 임하고, 함께 사역하는 리더자 모두 

수고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것이 은혜요, 사랑이요,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함께 

하여 이룰 수 있었던 사역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선교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한해를 보내게 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은혜로운 성탄절, 새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2018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푸른광야 온두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선교사 권영갑목사, 김미숙선교사 올림 

 
 
 
 
 
 
 
 
 
 
 
 
 
 
 
 
 
 
 
 
 
 
 
 
 



2018년도 1월 복음 태권도 선교사역에 기도제목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3-14) 

1. 2018년 한해 동안 기도의 능력과 비전으로(요 14:13-14) 하나님의 영광이 사역 곳곳에 넘쳐나기를  

2. 복음 태권도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하고,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3. 이 번 겨울방학 특별 복음 태권도 생도들의 신앙훈련과 태권도 훈련을 위하여 

4. 복음 태권도 선교센타 전기 공급과 나머지 공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특별히 2018년 신입생 45명의  겨울방학 태권도 한글 성경수업에 잘 적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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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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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음 태권도 리더자들이 신앙과 태권도를 잘 전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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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함께 동역하는 유영준관장님과 김호석 사범님을 위하여 

10. 복음 태권도 학생지도자(초등학교에서 준사범으로 사역함) 

    *대학생-오시리스, 알레한드라, 오글라,    *고등학생-마일린, 그레비,  하비에르,  스웰렌,  산드라,  

    *중 3-하롤, 에릭손, 로니, 메르시, 아나,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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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1-마이노르 를위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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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8년 선교 계획을 위하여 

13. 한국 부산 고려신학대학과 선교태권도 학과와 MOU가 잘 체결되게  

14. 태권도 선교 칼리지 건축이 잘 완공되기 위하여 ( 2017. 6월부터 시작) 

15. 2018년 2월 3을 복음 태권도 시합을 위하여: 장소-프로그래소  

16. 온두라스 대통령선거와 나라가 안정되기 위하여 

17. 권영갑, 김미숙선교사 부부의 영성과 건강을 위하여 

18. 자녀들의(아들 승휘, 딸 서휘) 위하여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비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