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2 

메리 크리스마스! 

‘몽골 키즈 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년 1 월,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키즈 홈을 설립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3 월에 울란바토르 주영광교회와 협력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랄 만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9 월 9 일에는 6 명의 맨홀 칠드런의 자녀들(그 아이들도 맨홀 칠드런)을 

맞아들여 첫 번째 키즈 홈을 스타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3 명의 풀타임과 3 명의 파트타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 시간 체제로 키즈 홈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아이들은 주말에 맨홀에 사는 부모에게 

돌아갔다 일요일 밤에 돌아오는 사이클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집단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미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신의 컵과 접시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는 등 현지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즈 홈 건물은 노후화된 것으로, 몽골식 스토브(벽을 따뜻하게 하는 양식)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담당자들과 보르도가 말끔하게 수리했습니다. 

 

보르도는 세례를 받은 지 4 년째를 맞아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과 지인을 초대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시작한 작은 타이어 수리점은 ‘임마누엘 수리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는 기름투성이가 된 그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샤와 그 

가족은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나오는 데는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올 때는 알파벳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샤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천 명이 기도로 지원하는 ‘드림 투게더 1000’ 캠페인은 12 월 첫 주에 930 명이 넘었습니다. 아오야기 

친선 대사의 협력도 있어, 올해 안에 천 명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2 년째 

목표를 향해 ‘드림 투게더 2000’에 몰두하게 될 듯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상황은 홈페이지에 수시로 올라갑니다. 이용해 주시고, 느낀 점 등도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몽골 키즈 홈’으로 검색) 

 

2019 년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표 다카미자와 에이코 

 몽골팀 대표 가나 오토곤 

 ‘몽골 키즈 홈’팀 일동 
사진 전송이나 SNS 등에 투고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