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글라/ 안용백y 안숙희 
통권 27호 

7월 21일 2018년 

2018년 네 번째편지 

1. 새로운 시작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우기가 한 창이지만,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다니엘 학교도 개학을 준비하면서, 2학기 
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기대를 했던 3층의 
교실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 막바지 
공사의 분주함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 
충분한 상황이다. 몇 주후에 라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새로운 시작 - 개강을 
하려 한다. 
2. 개학준비는 교사들 부터, 그리고 대청소 
. 부족한 상황이지만, 교사들은 희망을 포기  
하지않고 1주 먼저 출근을 시작해서 개학준비를 
하고 있다. 레슨 플랜을 점검하고, 주말에는 
고학년 아이들과 함게 교실과 교정을 청소하는 
개학맞이 대청소도 했다. 다니엘 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씩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직접 청소를 
한다는 것이 그 변화이며, 1주 먼저 출근하는 
것도 그 변화이다. 자랑스런 동역자-DIS 교사들 
에게 다시 "희망"을 갖어 본다. 

3. 이제 마을주민과도 함께 하는 학교사역 - 
 다니엘 학교가 위치한 수자뿔 마을주변 
나고리면 일대의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학생들의 가정형편도 보고, 주민들과 관계도 
돈독히하는 프로그램을 몇 주 갖었었다. 
호스텔의 아이들만 교육했던 학교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뒤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정들을 통해서 
학교 캠퍼스에 자리한 교회가 부흥되며, 
복음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바로 
그 접촉점이 학부형들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금요일(예배드리는 날임)에 캠퍼스에 
자녀와 함게 오는 "희망"을 갖어 본다. 

기도제목: 
1. 2018년  2학기 개학을 
위해서 - 학생과 교사가 잘 
준비된 마음올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2. 8월에 예정된 단기 
사역팀 (용화여고 봉사단, 
로뎀교회 단기팀 )을 위해서 
- 안전하게 도착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3. 다니엘학교의  3층 증축 
에 필요한 재정이 끝까지 
공급되게 도우소서.  - 
안전한 공사 진행과 다음 
학기에는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4. 사탄의 공격으로 부터 
선교사를 보호 해주시고 
강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자가 되도록  
 
5. 새로운 교사, Abraham 
_이사를 왔다가 다시 
치타공으로 내려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여름에도 계속된 공사는 막바지를 
맞아서 복도 바닦 타일 공사가 
한창이다. 다음주에 교실을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 

 마을 거주 학생 가정 방문  해서 
다니엘 학교 유치원 학생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주민과 교류하고…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1주일 
먼저 출근해서 개학을 준비하는  
DIS교사들 -이들이 자랑스럽다. 



DIS 3층 증축 화보 3 – 7월 15일 현재/ 3층 교실 과 4층 옥상 마무리 

   

전면 외관은 4층 건물을 드러냈고, 시멘트 작업 마무리를 했다. 이제  유리창 

설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외관 페이트 작업은 우기 지난  10월 예정임. 

 

도서실의 바닦 타일이 붙여졌고, 유리창과 안전 철망이 붙었다. 이제 곧 

개학을 앞 두고 사용이 준비를 다 해간다. 이곳 아이들의 희망을 본다. 



     

도서실 천장 미장 마무리 공사  그리고 복도의 바닦 타일 공사가 한창이다. 

개학을 앞두고 서두르는 손길이 바빠진다. 

 

 

옥상의 안전 벽 설치 마무리 하였고,   4층 숙소의 외벽 미장 마무리 공사를 마쳤다.이제 

금주에는  전기와 선풍기 펜을 설치하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생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