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ꗞ鞵ꄱ/ 껽끞ꗦy 껽ꯎ섡 
뭪靁 26 뿭 

5낉 2넱 2018髹 

2018髹 ꫭ 뎭뵭덵 

1. 鲡ꄱ걙 ꫭꖭ뼑 鲝韥벵,  鲙鱽꾍 ꗞꓭ! 
2018髹 4낉냵 ꎙ끥 닆끉뼑 鲡넩꽽鲙. 뼍ꊝ 뼍ꊝ 
ꌱ 덹덵뼍陁 ꚩ驩꼱ꎁ 뼽鴍 뼑 鲡넩꽽鲙. 韥놶냹 
陲뾍뼽鲙. ꫭꖭ뼑 霅霢꾅 4낉 10넱 阩띊ꟹ 
쁹낅鞽냹 ꚩ驩늱꽽鱉鴥, 鹬 꼕韭 麘隕 뼍驍鲍넍 
먥 꾢ꩡꌱ 頝鲠隕 闅ꩡ뼍陁 鷍ꐥ 셍넩 鷍꽽鲙. 
鞭ꍡ隕 ꫭꖭ뼑벵넩 23겑閹넍 ꟹ뼾韥ꌱ 멵隕 
鲙렩꾅 鵹뗞뼩 뼎霅꾅 ꐀ덹 뺹ꈑ鞭ꅝ 냹 뼩 
늱꽽隕, ꩡ꾢덵 霅쁁꾅 늱넱 꾽ꗥꌱ 뭪뼩 
냵뿑ꌱ 陲뾍뢵 뼍鱉 넱넩 넽꽩 闅ꩡ뼍鲙^^ 
鿅 뼍驍넍 韥놶냵 ꫭꖭ뼑 벵넩 ꗞꓭ뼑 韥閹닆꾅 
ꜵꩥ ꗦ꽆ꈑ 명ꗞ벵넩 鲙鱽꾍뼎霅 阩띊 뾹녚냹 
ꗞꓭ뼍꾡 鶎꾢 霅쁁ꈑ넍 靵뼑 ꎁ驝냹 閵눁鲙. 
뼞ꇚ뼩 뼍驍鲍넍 넱냹 넩ꊝ겑鱉 鞭 ꜹ냹 뗡꽆! 

2. 闅ꩡ - ꜵꩥ ꗦ꽆ꈑ 霅쁁, 阩띊 뾁鞽 陥뇊! 
뼍驍鲍넍 넱뼍겡냹 뭪뼩 낹ꈑ꿵 陞ꇙꭂ꾅 
ꩥ鲙鱉 阸넩 ꚪ넺鱽鲙^^  덵驑 4낉 19,20넱 
鲙鱽꾍 뼎霅ꌱ ꗞꓭ뼽鴍 ꗦ꽆ꈑ 명ꗞ벵(韵꾶鞑 
녚ꈑ,냕ꙉꊖ 뎆ꩡ)넩 鲙髵閹 쁹꾅, ꗦ꽆ꈑ 霅쁁鱉 
驝.꾡 霅쁁 뛒꾥뼞쁁ꌱ 뭪뼩 閶閶 1000ꎁ 
낅 껞 꼲뇊냹 뼩늱겑隕, 陹ꭂ ꑝ鞽냹 뼍韥ꈑ 뼽鲙 
鱉 ꭁ겒냹 놹뼩뀉鲙. 闅ꩡ뼍ꐥ  늱鲍넍 넱 뼍겡냹 
뭪뼩 ꩽ 셍냹 꽰隕 넽넁냹 隕ꗦ뼑鲙. 

3. 뼍驍鲍넩 ꚩ驩늱겑鱉 鶎꾢넍 ꭅ韭  
鲙鱽꾍 뼎霅 덒띊넩 녡뇊냱ꈑ 꽩ꇙ끵꾅 뙍뼩 
넽鲙鱉 ꭁ겒냹 麘隕 닆霢냱ꈑ 뽚뼍鴍 ꗑ韭냹 
ꗞ鞵鴥겑ꈑ ꗉ饭꽩, 녆냵 霅쁁넩덵ꎁ, 阩띊 뾁鞽 
냹 뼩늱겑꽩 闅ꩡ뼽냱ꐥ, 4낉ꜵ뫥 뾹덵넭 꾽ꗥ 
ꌱ 겑녆뼍鱉 '韥ꨝ넍 霅쁁'꾅 늱넱 霅ꌱ 뼩 
늱겑꽩 냵뿑閵 띞ꎁ뼑 겑閹넩꽽鲙.   뼝颍 뇅겡냹 
ꏮ냱ꐩ 덵꾢 늱ꖱ隱 껹넩麙꾅陁 ꩡꅆ냹 驍鯉. 
ꎙ늱 鱍꽩驍隕 넽鱉 껹넩麙넍 ꩡ꾢녅閵 뻹끉^^ 
4. ꩽꈑ끩 霅ꩡ, 껹ꄱ뼝 뼞ꌍ - CEAB띑겕  뙠 
霅ꩡꌱ 뗹끞뢵 鷍꽩 韥鲵閵 띞ꎁ뼍鲙. 

 

韥鵹뇑ꑞ: 
1. 4낉꾅 ꫭꖭ뼑 鲝韥벵隱 
ꜵꩥ ꗦ꽆ꈑ 명ꗞ벵 鞭ꍡ隕 
놹늱 뼍閵霅쁁 鲩넹ꑞꩡ넍 
ꗞꓭ隱 ꫦ隱꾅 闅ꩡ뼞鱽鲙.  
- 鶎꾢녅ꌱ ꚩ驩늱겑隕, 
ꩡ꾢 뾹녚꾅 뼍驍鲍넍 ꩡꅆ 
隱 덒阥ꌱ ꚩ꾡늱겡꾅 闅ꩡ! 
 
2. "韥ꨝ넍 霅쁁"넍  꽩ꍥ넩 
ꩡ꾢녅 ꌱ ꚩ驩늱겑韭 -덵꾢 
ꚪ넁쀉 ꌱ 낹뼩 뾁겕뼕 ꯍ 
넽鱉 ꩡ꾢녅ꌱ 낹뼩 
 
3. 鲙鱽꾍뼎霅넍  3럪 덒띊 
꾅 뻹끉뼑 녡뇊넩 騒頁덵 
險鞾鷍陁 鵹끥ꭁ.  - 
껽놹뼑 險ꩡ 덹뼾隱 鲙넁 
뼎韥꾅鱉 霅겙냹 ꩡ끞뼕 ꯍ 
넽鵹ꈒ. 
 
4.ꯍ끉 ꫦ陲 險ꜵ꾅 냵뿑ꌱ  
늱ꭁ : ꑝ鸅閵 렩뭝ꍢ넭 
霅ꩡ 겕꼎 쁽ꇝ꾅 ꫦꇮ넍 
냵뿑ꌱ 늱ꭁ . 鿅뼑 霅쁁 
꾽ꗥ꾅 뗭 뼕 ꯍ 넽鵹ꈒ. 
( 뾹녡鱉 霅ꩡ 3ꐺ넩 
뗭닆넭鴥, Aarun, Jubraj, 
Dippa 꾅陁 ꩡꐺ闅냹 
늱겑鵹ꈒ) 
5. ꩽꈑ끩 霅ꩡ, Abraham 
넩 녍 놶넆뼍鵹ꈒ 
 

ꖭ霢 ꫭꖭ뼑 鲝韥벵隱 뼑霢 ꗦ꽆ꈑ 
명ꗞ벵넍 韥놶놶넭 ꎁ驝 넩ꊹ뎅^^ 

 놹늱 뼍閵霅쁁 뇊ꫦ뿭鲩넹ꑞꩡ 
ꗞꓭ- '韥ꨝ넍 霅쁁'꾅늱넱 霅 
阩띊 뾁鞽 놹鲡뼍겡꾅 闅ꩡ뼝. 

DIS 阩띊냹 낹뼩 韥鵹뼩꿙鴍 ꜵꩥ 
ꗦ꽆ꈑ 霅쁁 명ꗞ벵넩 阩띊뾹녚냹 
鸍ꆡꚩꐥ, 霅녚ꪒ鲍 껽驩ꌱ ꗐ넁 



세미한 팀 :  2018년 4월은 특별한 은혜의 한 달 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마을 전도 탐방 일정 : 

다니엘 학교 주변의 village 방문해서, 마을의 어려운 가정들을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고 돌아 왔다 

 

리포트 카드 데이 :   

시험을 마치면, 공부하느라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선물도 주는 행사를 한다. 세미한 팀과 함께 

다니엘 학교 학생들이 중간 고사를 치루고 성적표를 받으며,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었다. 

 



백양로 교회 : 2018년 4월은 특별한 은혜의 한 달 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하가 교회 : 2018년 4월은 특별한 은혜의 한 달 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