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렐루야! 사랑하는 캐나다 런던안디옥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2018년 탄자니아 T.P.C. Udindivu 사역 보고  

손대솔, 권보라 인턴선교사 

1. 2018년 사역보고 

  * 현재 우딘디부 사역지는 ‘학교, 교회, 그룹홈, 아동결연’ 총 4가지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담당 선임 선교사인 권용구, 김윤경 선교사가정은 2018년 6월 말부터 1년 간 안식년

을 시작하여 현재 미국 애틀란타 슈가로프 한인교회(파송교회)의 지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① 우딘디부 조이풀 학교 (Udindivu Joyful Pre-Primary School) 

- 작년 유치원 졸업식 후 2018년 부터 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 현재 유치원에는 Baby반 26명, Rabbit반 17명, Giraffe 5명이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12

명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규제로 초등학교는 문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1학년 학생들이 다시 다른 학교에서 1학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 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3명 및 보조교사 1명, 시간제 교사 1명 및 교장선생님을 고용하

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야외강당 및 주방 건축을 시작하여 2018년 6월 초에 완공되었습니다. 

- 저희는 직접 음악 및 미술 예체능 특별수업을 진행하며 매주 정철영어성경 프로그램으

로 영어성경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2월5일 유치원 졸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우딘디부 T.P.C. 교회 (Tanzania Presbyterian Church in Udindivu) 

- 올해 9월, 2주년을 맞이한 우딘디부 교회는 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재 완공

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금년 6월에는 권용구, 김윤경 선교사의 파송교회인 미국 슈가로프 한인교회에서 단기 

팀이 와서 안경사역, VBS, 운동회 등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 7월~10월, 4개월동안 성도 대심방을 하였습니다. 심방기간을 통해 “제7일안식교” “이슬

람교” “카톨릭” 등 다른종교에서 개종하여 교회등록하는 가정이 4가정이 있었습니다. 

- 9월에는 교회설립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에 결혼한 크리스토퍼,펠리스타 가

정에서 염소를 헌금하여 성도모두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 9월, 12월 “말씀암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부활절과 성탄절을 위해 청소년들이 바디워십과 무언극을 준비합니다. 

- 청년들의 문화선교를 위해 악기와 바디워십 등을 가르칩니다. 



- 12월 24일~1월 1일 , 9일간 기도집중주간으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 금요기도회, 토요 청소년 예배 및 리더모임, 주일 어린이예배, 주일예배, 청소년 분반공

부 및 어른성도 기도모임 등으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③ 그룹홈 사역 (Group Home) 

- 저희는 현재 그룹홈 1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5명의 고아 아이들과 보모 1명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올 해 1명이 만 18세가 지나면서 7월에 아루샤로 돌아갔으며 지금까지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금년 8월에는 그룹홈 집 계약이 만료가 되어 마핑가 지역 내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기존 보모가 5월에 결혼하여 새 보모를 구하였습니다.  

④ 아동결연 사역 (Children Development Project) 

- 현재 우딘디부 내에서 불우한 이웃 32가정의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33명의 학생들

에게 학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료품은 매 달 6만실링(한화 3만원) 정도의 쌀,옥수수가루,설탕,소금,식용유,비누를 지

급합니다. 이는 고아들과 과부를 위주로 선택하며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갈 능력이 부족

한 가정을 중심으로 돕고 있습니다. 

- 장학금은 학비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히 의대생 2명에게 학비 및 거주비, 생활비, 

실습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⑤ T.P.C. 탄자니아 장로교단 소식 

- 저희는 탄자니아 장로교단에 속해있습니다. 한국인선교사 7가정과 그 외 개척된 현지

교회 24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교단 신학교를 김정태선교사님을 통해 설립중에 있습니다. 

- 목회자 세미나, 국내전도여행 등을 함께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 10월에 TPC한인선교사 총회를 은좀베 지역에 위치한 최재명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6 월 초 완공된 강당의 모습 (왼) 및 강당과 함께 지은 실내 주방(오) 

   

▷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줄 옥수수 가루 등 식료품. (왼) 및 유치원 영어성경 수업을 하는 권보라 

인턴선교사 (오) 

   

▷푸카요시 마사이마을에서 전도집회를 하는 알리마우아 TPC 교회 청년들(왼) 및 은좀베 지역에서 

선교사총회를 한 TPC 선교사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