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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는 전세
계에서 해외 

아프간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아
브라힘 목사에 의하
면, 실제로는 3만명
이상이 프리몬, 뉴
웍, 헤이워드, 유니
언시티등에 거주한

다고 합니다. 아프간 민족의 첫 미주교회
의 개척을 위해 2012년초 CoMission(강밝
네목사, True Light Church)의 주선으로 아
프간 사역자 아브라힘목사님이 캐나다에
서 프리몬으로 이주하여 전도와 사역을 시
작했습니다. 아브라힘 목사님은 10년간 뉴
델리에서 아프간교회를 섬기며 성장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이지만, 모슬렘동족
으로부터 갖은 위협과 따돌림을 당하면서
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
심한 두 사람, 70여세의“칸”형제와“하
비바”자매 그리고 그의 세 명의 딸(12, 14, 
15살)과 함께 2013년 4월 14일 아프간 교
회의 첫 예배가 뉴라이프교회에서 시작되
었습니다.

1. 아브라힘 목사 근황 
   (Recent Condition of Pastor Abrahim) :
Bay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아프간인 
가운데 미망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전
도의 중요한 대상이 되지만, 아프간 정서상 
남성이 처음보는 여성들과 대화를 시도하
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
로 아브라함 목사는 캐나다에 체류하는 사
모와 딸을 초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지
만, 최근에 서류미비 (결혼 증명서)로 진행
이 중단 되었었으나 LA 소재 아프간 영사관
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행해 주어 이민국에 
송부한 상태이다.

2. 전도 진척상황 : Progress of Evangelism
아프간인 전도는 뉴라이프 교회 전도팀과 
다민족사역팀이 함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후세인 가족들을 비롯해서 지속적으
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얼마전
부터 연결된 Jawed 형제는 2월부터 교회
에 출석중이다. 하비바와 세딸은 교회 출석

을 비교적 잘하고 있고, 본 예배후 별도로 
아프간 예배 &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3. 에스겔 목사님 방문 및 행사 : 
     Pastor Ezekiel’s Visit and Activities
인도에 첫번째 아프간 교회를 세우셨던, 아
브라힘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겔 
목사와 사모가 교회를 방문고 아프간 성도
들과 같이 간증 및 축복기도의 시간을 가졌
습니다. (사진) 에스겔 목사님은, 네팔과 인
도등에서 이미 20여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
하시고 이미 70세에 가까우신 연세에도 불
구하고, 인도의 거대도시인 AP에서 왕성하
게 활동중이십니다. .

4. LA Afghan Church와 연합 행사 
2013년 11월 24일에 LA에 있는 아프간교
회 및 이란교회 대표들이 Fremont을 방문
하여, Fremont Afghan Church와 연합행사
를 갖고 아프간사람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5. 기도 제목:
1) 1호 성도인 Kahn씨의 믿음이 더욱 성장
하고 세례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 아들과 며느리
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2) 아브라힘 목사님의 가족들 영주권 진행
이 조속히 잘 이루어지도록.

3) 하비바의 파키스탄에 있는 남동생과 가
족들의 미국 Refugee 신청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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