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의 이름으로 페루에서 우웅섭 /쉐르리샤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전염병을 비롯 각종 자연재해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왕상  8 장 37,38 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 이 있거나……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 하시며”                                                                                                                      

코로나 19 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페루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애틀란타 미션 아가페와 시온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페루는 중남미 가운데서도 더욱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특히 가난한 지역 주민들은  생계 어려움으로  약 70%이상이 무리하게  일을 하면 

서 감염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가 격리가 지난 3 월 16 일부터 연기를 거듭 하면 

서  8 월 31 일까지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감염자는 410,800,  사망은 20,000 명이 넘어 섯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감염자를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 니다.       

하루 감염자가 많게는 약 8,000 여명 적게는 3,800 여명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현재 페루는 6 개월째 국제 공항이 폐쇄가 되었으며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도 많은 감염자로 여러가지 많은 어려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친인척들의 감염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인 지나 

자매가족,  주일 학교 빅돌과  성도인 엄마와 아빠,  마리아 가족, 시드라 가족, 호세 가족, 빅토르 가족 등이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병원에 갈 상황도 

못되어 집에서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더 위험한 상태라고합니다).      

저희들도 외출을 삼가하며 생필품과 의료약품 구입시만 외출을 하는 실정입니다.                                           

혹 외출시에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격리로 인해 모든 모임을 취소 및 통제로  저희 교회도 주일 학교와  주일 예배도 인터넷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WIFI 가 않되도 핸드폰 충전을 하면  WhatsApp 프로그램을 주일에  맞추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 드렸던 날들이 그리워 집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목요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그리워하며 적극적인 인터넷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이들과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 성숙된 모습 

으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도 약 50 명에 아이들과  30 여명에 어른들과  인테넷 예배 참석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복습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비록 교회 예배의 형태는 바뀌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가 격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4 회에 걸쳐서 생필품과 학용품을 주님의 

사랑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주신 애틀란타 미션 아가페, 부산 GMA 앞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현지 선교사들을 걱정하여 마스크를 제공해주신 교회와 개인적으로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위해 의약품 및 

치료제 와 비타민과  알콜, 마스크, 세재 등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와  나눔을 

실천 하였습니다.    페루 사역에 앞장서서  동역 해주신 선교 단체와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필품과 복음>                                <생필품과 주님의 사랑>              <생필품을 받고>               <마약하는 청년들에게 음식제공>          

             

         <인터넷 예배 기도>            <주일학교 분반공부>      <인터넷 성경 퀴즈대회>       <성경 퀴즈대회 참석자> 

<페루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전 세계가 코로나 19 로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2. 고국의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정치에 임하게 하소서. 

3. 페루에 엄청나게 퍼지는 코로나 19 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4. 예배의 환경이 바뀌었어도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게 하소서. 

5. 현재 감염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6. 페루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모든분들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페루에서 우웅섭/쉐르리샤 선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