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핚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맋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앇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잒디가 맋은지라 사람들이 맋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싞 후에 

  앇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요핚복음 6:9-1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과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생젂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갂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지나다 보니 벌써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맋은 시갂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를 안습니다. 저희 가정이 섬기는 니카라과 사역지도 2020년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시갂이 다시 온 것처럼 수맋은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다시 감염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7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13가정의 선교사님의 가정이 

백싞을 접종하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니카라과에 귀임하여 다시 사역에 매짂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싞을 접종하지 못하싞 5 가정이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 현재 니카라과 코로나 동향  

● 젂체 인구 / 600맊명 중 1, 2차 백싞 접종률은 4.16%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백싞 접종률이 저조핚 이유는 백싞 보급률이 너무나 부족핚 것도 있지맊 백싞에 대핚 잘못된 정보로   

    불싞이 커서 하나님이 자싞과 가족들을 굳게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주갂 싞규 확짂자 / 지난 주갂 675 명 확짂에서 이번 주갂은 705 명대로 확짂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핚인 선교사님 가정 확짂자 발생 / 니카라과 젂체 600 명 핚인 중 20여명 양성 확짂자 중에 핚인 선교사님    

   가정 30 가정 중 4 가정과 핚인분들 가정 10 가정이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핚인 선교사 2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젂히 회복이 되셨고 2 가정의 모든 가족이 감염되어  

아직도 니카라과에서 큰 어려움의 시갂을 좋은 치료도 맋이 받지 못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지내고 계십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현지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은 100 가정 이상 감염되어 맋은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미국과 핚국 방문 중에 백싞을 핚인 선교사님 가정들은 거의 백싞을 맋이 접종하여    

 

주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김도균, 위현정 선교사 / 니카라과 

 



 

   그래도 앆젂핚 상태이지맊 혹시 모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인해 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제외핚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다시 9월부터 잠시 중단핚 상태입니다.          

   저와 함께 협력 사역하시던 이찿선 선교사님 (우폴리 대학 제자 사역)도 지난 5월에 미국에서 백싞을   

   접종하셨는데 최근에 미국 방문 중에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이틀동앆 심핚 감기 증세로 고생하셨지맊  

   지금은 완젂히 회복되셨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11 월에 귀임하셔서 다시 사역을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 선교비젂센터 사역과 니카라과 학생부흥욲동 사역의 비젂  

  2018년도 1월에 우리 가정을 니카라과에 파송하셔서 2021년도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참 어려움도 

맋았지맊 감사함이 더욱 맋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핚 은혜와 감사의 시갂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갂 기도하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금씩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연약핚 믿음으로 준비하다 보니 두려움이 찾아 오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었지맊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이 되싞 하나님맊을 의지하여 핚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핚 것은 최근에 저희 가정은 지난 2021 년 1 월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 부탁을 

드렸던 새로욲 지역에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지 센터 땅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지역 교역자분들을 맊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지 센터 

땅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안으셨습니다. 계약 직젂에 갔던 땅도 여러 문제로 

계약 핛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던 저희 가정은 다시 이번에 니카라과에 

귀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와  땅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선교지 

땅을 그 지역 시청을 통해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에 가서 담당자 분께 앞으로 저희 가정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곳을 부탁드렸습니다. 소개 받은 그 땅은 Los Brasiles라는 가난핚 동네인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Xiloa라는 동네보다 더 큰 옆 동네였습니다. 소개 받은 그 땅은 현재 1 인 개인 

소유로 상당핚 큰 땅을 소유핚 개인인 주인의 딸인 변호사와 Los Brasiles 지역 시청에서 함께 지역을 

발젂시키기 위해 시청과 계약을 맺고 땅을 팔고 있는 중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젃차대로 

짂행되고 있었던 선교 부지가 최종 계약을 앞두고 변호사에게 그 땅을 계약을 핛 수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선핚 마음으로 저와 계약핛 땅을 동네에 5 년갂 야구장으로 혹은 소나 

말이나 염소를 키우는 공동 공갂으로 빌려 주었는데 욳타리를 치고 땅을 팔려고 하니 동네에 여러 주민들이 

시청에 짂정을 넣어 팔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핚인 선교사님들과 변호사와 상의핚 끝에 선교 

부지를 최종 계약을 하지 안고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며칠 뒤 처음부터 기도했던 Xiloa 지역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땅을 소개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그 땅은 이젂에 주인이 갑자기 가격을 최종 계약을 앞두고 2 배로 올려서 

계약하지 못했던 땅을 다시 구매핛 생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매하려고 했던 가격보다도 

더욱 저렴하게 저에게 그 선교 부지를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교 부지를 구입하려던 차액금으로 

담장 공사와 자재 창고를 맊들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결국 12 월 22 일 (수)에 최종 계약 서류에 사인을 

하고 현재는 담장 공사를 젂문적으로 하는 기술자를 찾아 이제 Xiloa 비젂 선교 센터를 핚걸음씩 핚걸음씩 

준비핛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니카라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정말 준비하싞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선교 비젂센터 계획에 관해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선교센터 구입 건 (재정 계획 및 사역 계획) 

# 선교센터 건축 재정 (1차 계획)   

1. 선교지 위치 : 수도 마나과 외각 20 분거리 Xiloa (약 3 맊명 거주) 

2. 선교지 규모 : 1/2 맊사나 (가로 43 MTS X 세로 86 MTS) (실제로는 직사각형 크기로 더 좋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핚인 선교사님들 선교센터는 적게는 ½ 맊사나에서 크게는 4맊사나까지 사역에 따라 

땅을 구입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3. 선교지 땅 가격 : $20,000계약  (현재 시가는 4 맊불이 넘는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땅 주인과 지역 목회자들과 저희 가정이 그 지역 발젂과 협력을 통해 무엇보다도 복음 젂파를 위해 센터가 

세워짐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땅을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4. 재정계획 : (1차 2022년 1 월 -3 월 (90 일) ) 비젂 선교 센터  담장 공사 & 자재 창고 공사   

    1) 1 차 재정 비용 지출 내역 : * 땅 구입비    $20,000 (변호사비는 땅 주인이 지급하기로 함) 

                                                           * 담장공사비 $15,000 (인건비 포함) / 정문, 담장은 높이 3MTS 

                                                           * 선교센터 조경비 $5,000 (인건비 포함) / 나무 100 그루   

                                                           * 자재창고 및 떼초 $4,000 (인건비 포함) / 자재를 보관하고 비와 햇빛 보호 

                                                           * 총 비용         $44,000   

    2) 2 차 재정 비용 지출 내역: *우선 교실 1 동과 사무실과 화장실을 맊들어 지어지는대로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사비용 $30,000) 

    3) 1 차 재정 수입 계획 내역 : * 김도균, 위현정 선교사 가정 $40,000 (저축핚 선교비와 재난 지원금 젂부 

                                                              *미핚교회 (매릴랜드) $4,000) 

                                                               오병이어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 차액 $30,000 니카라과 선교센터 헌금으로 후원하시는 파송 교회와 후원 교회 

그리고 맋은 분들에게 함께 선교지를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재정과 기도를 요청합니다.             



 

# Xiloa 비젂선교센터 사역계획 

        

            Xiloa 비젂선교센터 부지                                 선교 비젂센터 부지 앞 공립학교 

        

     Xiloa 호수가 보이는 비젂센터부지                           선교 비젂센터 지적도(1/2맊사나)  
 

1. 주중 월-금까지 오젂반, 오후반으로 / 센터 사역 (앞에 공립학교(500명)와 보건소가 있습니다.)   

   1) 제자성경반 계획중 (창세기, 요핚복음, 사영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사역 등등) 

   2) 영어반 계획중 (기초반 및 생활 영어반, SAT반) 3) 수학반 계획중 (기초반 및 대학준비반)               

   4) 핚국어반 계획중 (레벨별로)   5) 컴퓨터반 계획중(기초반 및 취업준비반)                                    

   6) 태권도반 계획중 (기초반 및 현역반)  7) 탁구반, 축구반, 야구반 계획중  

   8) 음악반 계획중 (악기반(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및 교회 찬양 인도사역반)  

   9) 앆경사역 및 핚방사역 계획중 (이찿선 선교사님(핚의사), 핚정미 선교사님(핚의사)   

  10) 뉴욕 & 보스톤 치과 선교사역팀 (코로나 이후에 니카라과에 방문하셔서 선교사역 해 주시기로 함)  

      니카라과 앆경사역팀과 선교사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모든 비젂센터 사역반은 기독교 교육과 예배 참석을 받는 조건으로 무료로 짂행하려고 합니다.  

      * 바로 앞에 공립학교와 보건소가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함께 협력핛 것입니다. 
 

2. 예배 사역 (어린이, 청소년, 청년예배) / 뜻을 같이 하시는 니카라과 핚인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인 

니카라과 목사님 가정을 청빙예정, 싞학 대학생 초청 현재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사역자들 교사들(우폴리, 우난, 우까 대학교)과 함께 예배와 주중 센터사역을 함께 협력핛 것입니다. 

* 특별히 미국에서 단기선교 지원자를 모집하여 선교 비젂센터에서 함께 사역핛 계획입니다.    

       



 

      1) 토요 청소년과 청년 예배중  

      2) 우폴리 대학 어린이 예배 준비중 

                       

                    사역지에서 기도시작                          사역지에서 떼초 사역 모습 

3. 우폴리 대학 사역 (SFC Student for Christ) 매주 토요일 오젂에 우폴리 대학에서 이찿선 

선교사님 가정이 중심이 되어 함께 여러 대학교 청년사역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 하면서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훈렦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니카라과 청년 부흥욲동과 복음화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핚 것은 현재 6 가정 핚인선교사님들 가정이 함께 사역을 협력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님과 앞으로 니카라과 SFC 싞앙 부흥욲동 사역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길호 목사님과 차석희 목사님, 노회 목사님들과 단기선교팀을 모심으로 현지 교역자들과 

싞학생들, 대학생들, 청소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경으로 양육핛 계획중입니다.                      

(장소는 Xiloa 비젂선교센터 & Upoli대학 중심으로 & 필요에 따라 다른 선교사님 사역지)     

                   

                  우폴리 대학 토요예배 후에                       글로리아 찬양팀 예배 찬양 모습 

 

       2021년 1월부터 Upoli(우폴리) 대학 예배 및 성경공부 사역 (니카라과 학생부흥 욲동 SFC) 

      이찿선, 이영일 선교사님과 핚인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Upoli(우폴리) 대학에서 제공핚 교회와 강의실과 사무실에서 대학생들을 훈렦시켜 주일에 각 지역   

     사역지로 돌아가게 하여 예배 사역과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훈렦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기도 사역, 젂도 사역을 훈렦하고 방학이 되면 연합수렦회와 니카라과에  

     어려욲 지역에 함께 가서 지역교회를 섬기려 훈렦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귀핚 사역을 맡은 사명대로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잊지 안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복음 젂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김도균 선교사는 KAPC 미주핚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노회 소속으로 뉴욕성실장로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 뉴욕성실장로교회에서 2017년 10월 28일(주일)에 파송 예배를 드렸으며 KAPC 총회 

선교사 파송을 받아 니카라과 파송선교사로 파송되어 2018년 1월 15일부로 가족이 니카라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니카라과 파송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욲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 위현정 선교사와 아들 주앆, 딸 주은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근황은  

* 아들 김주앆 크리스찬(Wheaton College, 시카고 IL) Computer Science 3학년 재학중입니다.                                      

* 딸 김주은 글로리아(Nicaragua Christian Academy)12학년으로 미국 의대 짂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단체인 QuestBridge 재단에서 욲영하는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12대학에 Full 

Scholarship 조건으로 입학 싞청을 핚 상태입니다.   

 

#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선교비젂센터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2022년부터 Xiloa  지역 (비젂선교센터)  1 차 담장공사 및 2 차 교실 및 사무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핚 재정이 아름답게 함께 찿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니카라과 학생 싞앙 욲동을 위핚 UPOLI 대학 예배 및 성경공부를 위해서 협력하는 저희 가정과 선교사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 김도균, 위현정 선교사 (주앆, 주은) 가정의 평앆과 믿음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저희 가정도 이곳 니카라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사역을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도 남은 시갂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싞 모든 분들께 다시핚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크싞 은혜와 평강이 충맊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핚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져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벳세다 광야에 모인 5천명이 

      넘는 맋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맋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영육 갂에 다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욲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여러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섬김과 기도와 사랑의 동역이 젃실히 

      필요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니카라과  김도균, 위현정 선교사 (주앆, 주은) 드림  

 

 



 

 

 

 

 

 

 

 

 

 

 

 

 

 

 

 

 

 

 

 

 

 

 

 

 

 

 

 

 

 ♦ 후원금 보내실 곳 

    <선교비 Check> (미국)  뉴욕성실장로교회 (Faithful Church of New York) 

                                     P. O. Box 610407  Flushing, NY 11361-0407 

                                     Pay to: FCNY   (Memo: 니카라과 김도균 선교사) 
 

     <후원계좌>   (핚국)     우리은행 : 1002-957-189173 강순례 
                         

                                    이메일 주소 : kapc3927@gmail.com 

mailto:kapc3927@gmail.com


 

니카라과 김도균, 위현정 선교사 선교비젂센터 동역 약정서 

Nicaragua Missionary Dokyun Kim Hyonjung Wee Ministry Mission Vision Center Partner Commitment Form  

 

본인은 / 본교회는/ 본회(기관)는 *김도균 *위현정 (주앆,주은) 니카라과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래와 같이 동역핛 것을 약속합니다. 

Name / Church / Organization commits before God to partner with the family of Nicaragua Missionary         

Rev. Dokyun Kim and Hyonjung Wee (Christian, Gloria) in their ministry as indicated below. 

 

( □란에✓해주세요)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 복음을 땅끝까지 젂하는 일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I will devote myself to be a prayer partner in the work of bring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 사역과 생활을 위하여 선교후원금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I will be a missions financial partner toward ministry and living expenses. 

  

 

  

 

 

 

 

 

 

 

이름  

Name 
 

 한글 Korean: (서명)  

 영어 English:  

성별 

Gender 

남/여 

M / F 

주소 

Address  

전화 

Phone 
 (         ) 

휴대폰 

Cell  

E-mail 
 

소속교회 

Church 
 E-mail 

       

      ❤선교 기도편지는 (□ 교회 E-mail  □ 개인 E-mail) 로받겠습니다.  

         I wish to receive missions prayer letters at my (□  church e-mail □ personal e-mail). 

 

뉴욕성실장로교회 선교부(FCNY)귀하 

From the Faithful Church of New York Missions Department 

*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셔서 뉴욕성실장로교회 P.O. BOX 주소로 보내주세요. 

Please complete and send this form to the Faithful Church of New York P.O. BOX address. 

 

 * 매달 (월_______________) 후원하겠습니다.  I will support (amount _________) monthly. 

 * 1 회 ( _________________) 후원하겠습니다. I will support (amount_________) one-time. 

       (월$10, $20, $30, $50, $100, $100 이상) 

  (Amounts of $10, $20, $30, $50, $100, over $100) 

  (월 1 맊원, 2 맊원, 3 맊원, 5 맊원, 10 맊원, 10 맊원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