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P a g e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말라위 University of 

Blantyre Synod 신학부와 Zomba 신학교에서 3 개월간 봉사하고 지난 5 월 30 일 남 가주 Pasadena 로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새로 시작한 시노드 대학교의 신학석사 과정에는 7 명의 학생들이 입학해서 첫 학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섯 명의 학생들은 안수 받은 목사들로 현재 지역목회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부 

납부한 등록금도 Synod 본부로부터 차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1 년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이 약 $1,700 임). 

다행히도 청송 의료원장인 장 신민 박사가 흔쾌하게 1 년간의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배려를 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당국도 최초로 받게 된 장학기금이 학교의 운영에 활력을 주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아래에 말라위 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Nation 의 4 월 29 일자 일요판에 보도된 기사 내용 

첨부).  

Zomba 신학교는 5 월 첫 주간에 창립 40 주년 기념 행사를 일주일간 가졌습니다. 축하예배로 시작하여 

40 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는 Consultation Conference 와 Zomba 에 있는 

국립병원과 교도소를 찾아 환자들과 수감자들을 위로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신학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에 이어 마지막 날인 5 월 5 일(토)에는 말라위 대통령이 참석하는 축하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저희 부부는 1991 년부터 10 년간 사역 한데 대한 감사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 

신학교가 배출한 졸업생들이 이 나라 요소요소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통령의 치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적 자립과 석사 및 박사과정의 신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한 육성기금을 

신설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그 기금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성금을 기부하게 된 일을 

기쁘게 보고 드립니다.  

시노드  대학교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1-2 년 그곳에 체류하기를 원하지만 이곳 은퇴 거주지의 내규 규정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년 초에 다시 말라위에 가서 좀바 신학교와 시노드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다행히 미국장로교회의 세계선교부가 이 사역을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저희 

부부를 장기 선교 자원 봉사자들 (Long Term Mission Volunteers)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여름에 New Wilmington, Pennsylvania 에서 열리는 Mission Conference 에 참석해서 

Orientation 을 가진 후에 총회의 파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의 은퇴 후의 선교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참여하신 데 대하여 머리 깊이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어려움 없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하시는 일위에 풍성 하시기를 빌면서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내역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2018 년 6 월    6 일 

교제  강 요 섭, 한 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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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선교후원 재정보고 
(2018 년 2 -5 월) 

 

 

  후원하신 분들과 내역 

김 건/미란 권사님        300 
김 대호 장로님                                                         1,000 
이 웅차/테레사 님       500 

노 영민 사모님       300 

백 동인 목사님/은혜 사모님      100 
박 신화 목사님       100 
윤 여천 목사님        730 
도 은석 장로님       200 

이 광선 목사님       100 
조 성철 장로님       500 

양 동길 목사님       100 

남가주 한신 동문회       300 

장 신민 청송의료원 원장            15,000 
Knox Presbyterian Church                            1,000 

Pasadena Presbyterian Church (이동우 목사님)               1,235 

사우스베이 한인 장로교회 (Howard Kim 목사님)          1,800 

           총액                                      $23,265 
 

  Dr. Herman & Mrs. Mary Waetjen (Professor Emeritus, SFTS) donated 
  his lifetime collection of Biblical Journals (JBL, NT Studies, and Semeia) 
  to the UBS Library. 
 

  사역비 지출 내역 

University of Blantyre Synod 신학과 장학기금            10,330 
왕복 항공료 (1,350x2)             2,700 
비자 수수료 (300x2)         600 

말라위 대학교 학생 장학금 (Carolyn Pickson)     350 
노트북 컴퓨터 1 대 기증 (학생용)                       550 

Vision for the Future Children’s Program                            500 
시노드 임원 접대비용        150 
시노드 차량 사용료 (200x3)                600 

차량 연료비           350 

차량 정비         1,200 

인터넷 및 전기료           550 
University of Blantyre Synod 도서구입비              3,000 
좀바신학교 육성기금               1,500 
            총액                                    $22,380 

 

말라위 은행구좌 잔액 총액: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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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on April 29,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