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두운 이 시대에 지구촌  구석구석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방을 향하여 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중보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Missionary 2019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 15)

Missionary every day

선교후원카드

1인1선교사 후원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12개 국 14 선교사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두운 이 시대에 지구촌 구석구석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 예닮선교센터 회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중보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Missionary every day

-----------------------------------------------------------------------------------------------------------------------------------------------------------------------------------------------------------------------------------
(절취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네팔 인도: 하충남 선교사  네팔: 파타람 따루            

말레이시아: 김마가, 이에스더 선교사

러시아: 조성영 선교사     베트남: 김하서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 이동관 , 박형란  선교사    

인도네시아: 박상준 선교사       필리핀  마까블링: 박종민 ,김선화 선교사    

필리핀 세부: 이수영, 이미화 선교사    태국: 윤영운 선교사      파라과이: 김행용, 김선희 선교사                      

캄보디아: 이좌동 선교사    북한: 이XX

4.  매월   5천원  (         ) 5.  매월   1만원  (         )  6.  매월  2만원  (         ) 7.  매월  3만원  (         )

1.  매월   1천원  (         ) 2.  매월   2천원  (         )  3.  매월  3천원  (         )

8.  매월   5만원  (         ) 9.  매월  10만원  (         ) 10. 매월  20만원  (         ) 11. 매월   (         만원  )

4.  매월   5천원  (         ) 5.  매월    1만원  (         )  6.  매월    2만원  (         ) 7.  매월   3만원  (         )

1.  매월   1천원  (         ) 2.  매월    2천원  (         )  3.  매월    3천원  (         ) 

8.  매월   5만원  (         ) 9.  매월  10만원  (         ) 10. 매월  20만원  (         ) 11. 매월   (          만원  )

나                                   은(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 한 해 동안 물질과 

                                      기도로  후원, 협력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제 출 용

성 명

주소

전화
번호

아래 해당란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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