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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도 12 월 
친구여러분들께:  
 

이번 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였던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의 방법으로 부흥을 
보녀주셨다는것입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 칸군으로 휴가를 갔었습니다. 나는 햇빛도 즐기면서 호텔방에서 
1949 년과 1953 년도의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의 부흥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그책을 읽으면서 나의 영혼이 
부흥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휴가에서 
돌아왔을때 나는 3 일동안 설교를 하고 그중 몇명의 젊은이 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부흥은 갑자기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8 월 27 일 목요일 밤이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이사야 64 장 
1 절부터 3 절을 암기 하라고 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사야 64:1). 3 명의 젊은 이들이 암기 하였습니다. 갑자기 젊은 이 중 한명이 번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밤 아무런 느낌도 찬송가도 부르지 않아서 이것은 
뜻밖의 일이였습니다. 1 월달과 8 월달의 몇번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셨고 22 명의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14 명의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다른 도시에서 3 번의 아주 강한 부흥을 경험한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을대 찾아왔습니다. 이번의 부흥은 우리교회에 42 년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년동안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번에 받은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중 36 명의 젊은 이들이 죄의 인식이 있었지만 오직 22 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 다른 14 명은 그들의 마음의 부흥을 경험했고 그동안 소홀했던 기독교 인의 삶을 제충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사야 64:1-2 을 설교하면서 부흥에 대한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에게 비젼을 주십시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얼굴만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려운곳에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영광이 나를 인도 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에게 비젼을 주십시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빛추기 원합니다. 나에게 비젼을 주십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요” (“Fill All My Vision” by Avis B. Christiansen, 1895-1985).  부흥중 악마가 사자처럼 공격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려와서 우리교회의 젊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몇일동안 살아있는 기독교를 경험 한 사람들과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동안 이것을 
절대 잊을수 없을것입니다. 이런 중 2 명의 젊은이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한명은 우리교회 중국어 
통역을 하시는 분의 아들  Noah Song 입니다. 다른 한명은 Dr. Cagan 의 23 살 아들인 John Samuel Cagan 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졸업하고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둘다 아주 뛰어난 설교자들입니다. John 이 처음으로 
설교했을대 그는 마치 20 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온 사람같았습니다. 그리고 Noah 는 같이 부를 찬송가 까지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다시 설교를 하면서 마치 Dr. John Sung 과 Dr. John R. Rice 처럼 설교 
했습니다.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젊은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John 은 바이올라 
대학교에 있는 탈봇 신학교를 1 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3, 4 개월밖에 설교를 한지 안되었지만 
벌쎠 북 인디아,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남 인디아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그가 21 세기의 유명한 목자가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John 또는  Noah 의 설교를 원하신다면 www.sermonsfortheworld.com 에 
가십시요. 중간쯤 “한국어 설교”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Dr. Hymers 또는 John Samuel Cagan 또는 Noah Song 의 설교를 번역되어있는것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교회에서 말씀하신 다른분들의 설교도 볼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어가 없다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다른 설교들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께 큰 축복이 될것입니다.    

이번년도 두번째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첫 손녀, Hannah Kim Hymers 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나의 
아틀 Robert Leslie Hymers III 와 그의 사랑스러운 부인  Jin 사이에서 3 월 30 일에 태어났습니다. Hannah 는 아주 
이쁘고 잘 앉을수도 있고 이제 침대에서 서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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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에 말했듯 나의 아내 Ileana와 나는 그의 어머니 Linda와 Jin, Leslie 그리고 Wesley를 데리고 칸쿤에 
1월달에 갔었습니다.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힘들었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암은 지금 잘 
치료 되었고 거의 사라진것 같습니다. 시간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22파운드를 지금 뺏고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번 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2 월 13 일   Rose Chenault-Quinn 은 97 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David Ralston, Roland Rasmussen 그리고 Danny Thomas 는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노래도 
들려주었으며 4월 12일 나의 생일을 아주 뜻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Mrs. Hymers의 생일또한 4월 16일 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Rafael Cuellar는 85세이신데 과테말라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몇일동안 지냈습니다.  

그 다음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란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3명의 장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Noah Song, Jack Ngann 과 Aaron Yancy가 그들입니다. John Cagan은 그의 첫번째 
설교를 7월 10일에 하고 Noah Song은 17일에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설교자 들입니다 – 믿을수 없습니다! 
7월 31일 Timothy Chan 과 Lara Escobar은 결혼했습니다. 8월 21일 Peter Stephen Ngann이 태어났습니다.  

두번째 부흥은 8월 27일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아주 조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를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3 번의 부흥, 한번은 중국 교회에서 4000 명의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것도 목격했습니다.  

루이지아나의 침례 대학교의 학장이신 Dr. Neal Weaver은 노동절 휴일에 우리교회에서 함께 성경 모임을 
가졌습니다. 11 월 19 일 Wesley Hymers, Christine Nguyen, Adela Menjivar, Setsuko Zabalaga 와 Virgel Nickell 은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배에서 John Samuel Cagan 은 우리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ㅅㅂ니다. 그 다음날 우리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파티가 있었고 Ron Clark 은 바이올린을 Geoff Merrill 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Dave Shook은 12월 18일 우리교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컨튜리 음악과 웨스턴의 복음성가를 부를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34 번째의 언어인 네팔의 언어를 추가했습니다. 네팔의 
사람들은 나의 설교를 매주 읽을수 있습니다. 네팔은 정말 이것이 필요한 곳입니다. 작년에 2번에 걸친 지진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곳에 히말리야 산 정상에서 이러한 설교를 읽을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설교는 방송국 수준으로 녹화되고 이것은 전 세계로 유 튜브와 우리 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3개의 언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야구도 예전처럼 잘 칠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잘못해서 모 손해본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교회의 갈곳 없는 
사람들을 우리집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Dr. Hymers와 Ileana 가 4시간전에   
                                                         태어난 손녀딸 Hannah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R. L. Hymers, Jr.,   
D.Min., Th.D., Litt.D. 
빌립보서 4:13 
   
 

모든 설교자들은 가끔씩 한번은 설교 준비를 하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나의 설교를 참고 하십시요. 나의 설교를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지 보십시요. 나의 설교들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대략 120,000의 
설교자들이 216개의 나라에서 나의 설교를 보고 도움을 
받습니다. WWW.SERMONSFORTHEWORLD.COM으로 
가서 보실수 있습니다.   



                                                                             

             Dr. Hymers와 John Samuel Cagan (왼쪽) 그리고           John Cagan이 설교자로 라이센스 받을때                 

                Noah Song (오른쪽). 두명다 복음을 설교하고           Dr. Hymers와함께.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dela Menjivar 87세의 나이로  Dr. Hymers               Dr. Hymers 께서 Mr. Virgel Nickell.   
             로 인해 침례식을 받는 사진.                 를 침례식을 주는 사진 
 

                         
             

             Dr.과 Mrs. Hymers의 34주년 결혼 기념일.     Rafael Cuellar (왼쪽), Leslie Hymers, Jin Hymers, Dr. Hymers,  
         Mrs. Hymers와 손녀딸 Hannah 그리고 김씨 내외.  
 

우리 교회 웹사이트인 WWW.BAPTISTTABERNACLE.COM을 보십시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는 수백개의 설교 원고가 34개의 언어로  
한 단어 한 단어로 통역되어 있습니다  

WWW.SERMONSFORTHEWORLD.COM에서 볼수 있습니다.    



                                               
 

 

Mr. 와 Mrs. James Roop.  교회의 올겐 연주자 입니다.                        Dr. Hymers 와 Mrs. Rose Chenault-Quinn.   
 

                         
  

      Mark Buckley목사님과  Dr. 그리고  Mrs. Hymers                                   Dr. Chan 주례서신 그의 아들 Timothy와  
      새해 전날 찍은 사진.                                       Lara Escobar의 결혼식.  
 

                          
 

         Dr.와 Mrs. Hymers 그리고 그의 어머니 Linda,                     (왼쪽에서 부터) Dr. Hymers, 손녀딸 Hannah, Mrs. Hymers,  
         Leslie 와 Wesley와 Jin Hymers.          Leslie와 Jin Hymers.   

 
우리 교회 웹사이트 WWW.BAPTISTTABERNACLE.COM을 보십시요. 

 

우리의 설교 웹사이트는 수백개의 설교 원고를  
34개의 언어로 한단어 한단어 통역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WWW.SERMONSFORTHEWORLD.COM을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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