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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친구에게:  
 

 “Against All Fears”는 나의 인생이야기 입니다. 나는 이 책을 몇일전 마쳣습니다. 나의 책을 친창해 주신 
분들중 Dr. Bob Jones III 는 나를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BBFI 의 대표를 두번이나 했던 Dr. Bill Monroe 는 
“Hymers 목사는 현대의 다니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BF의 우두머리인 Dr. John Rawlings 의 아들 Dr. Herbert 
Rawlings 또한 나를 “미국의 오리지널! 예언가! 그의 인생은 열정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루이지아나의 침례 대하교의 학장인 Dr. Neal Weaver는 “한 용감한 사람에 대한 매력과 영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뉴스 해설자인 Dr. Don Boys 는“‘Against All Fears’는 설교자들 뿐만아닌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책. 
Hymers는 모든 사람들의 따라야 할 모델이고… 그의 이야기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한 캡슐이다 – 용기, 헌신, 그리고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교자인  Dr. Edi Purwanto 또한 “나는 이책을 적극 추천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Dr. Hymers는 죽음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영웅입니다.”  

John Samuel Cagan는 우리교회 동료 목사 Dr. Christopher L. Cagan과 그의 아내 Dr. Judith Cagan의 아들입니다. 
John은 나의 일을 도와 주고 지금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 우리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중 한가지가 
바로 John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한것입니다. 그는 바이올라 대학 탈봇신학교에서 “A”만 받는 
학생입니다. John은 나의 자서전의 소개를 썼습니다. 그는 “Dr. Hymers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한가지의 마음만 있고 
교회는 슈퍼스타 선수같고 정복자 같습니다… 그는 77세의 나이에 암이 걸리고 치료중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은태를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Dr. Hymers는 우리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나는 그가 교회의 강당으로 힘들게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밤에 잠도 못자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배가 아파서 힘들때도 강당에 강하게 서서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 강해지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마치 사자 같습니다! 그의 가장 약할때 설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설교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그의 설교를 가지고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 단어 한단어의 설교 원고가 36개의 다른 
언어들로 통역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으로 부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세계에 아주 큰 
변화를 이르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18 개국의 나라에서 150 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www.sermonsfortheworld.com에서 보고 그의 비디오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Dr. Hymers의 인생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수 있도록 감동을 줄것입니다 – 그는 그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나는 지난 
몇주동안 Dr. Hymers께서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고 기뻣씁니다. 나는 그의 암이 다 치료가 되고 그가 더 많은 날들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Dr. Robert L. Sumner 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전도자이고 “The Biblical Evangelist”의 편집가로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그는 “나는 진실을 위해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심지어 이런 일들로 
의심이 생겨도 말입니다. Robert Leslie Hymers, Jr.는 예수님을 섬기는 진정한 기독교 인 입니다!” The Honor Was All 
Mine: Giants of the Faith Whose Paths Crossed Mine, 2015, pp. 104, 105). 여러분들은 나의 자서전 Against All Fears을 Dr. 
Christopher L. Cagan에게 전화하셔서 주문할수 잇습니다. 그의 전화번호는(323)735-3320이고 이 책은 내년 2018년도 
봄에 나옵니다.  

Noah Song은 우리교회에서 설교를 하겠다고 결심한 또 다른 젊은이 입니다. 그는 대학교를 끝나고 신학교에 
갈예정입니다. Noah는 John Cagan이 우리교회의 목사가 될때 그를 도와줄것입니다. 그때 나는 명예목사가 될것입니다. 
Noah와  John은 둘다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입니다. 올해초 Noah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설교를 햇습니다. John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설교를 하고 인디아에서 2개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John 과 Noah는 Dr. Cagan과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유간다와 케냐 및 르완다의 국가에서 내년 1월 초 설교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마라티어 (인도의 언어)와 크리올 (아이티의 언어)를 추가햇습니다. 따라서 단어 단어의 설교 원고는 
지금 36개의 언어들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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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내 Ileana 와 나는 35 주년 결혼 기념일을 9 월달에 보냈습니다. Ileana 는 우리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멘토링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Ileana는 국적과 상관없이 기독교인의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여성들은 동양인들이고 Ileana는 과테말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의 아들  Robert 와  John Wesley 는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월달에 나의 
손녀딸인 Sarah가 나의 아들 Robert와 그의 부인 Jin사이에서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들의 첫째딸 Hannah는 지금 거의 
2살입니다. 그녀는 말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 내가 그녀를 볼때 마다 나에게 뽀뽀를 해주는 아주 달콤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11 월에 세례식때 13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을 햇습니다. 그들은 3 명빼고 모두 세상에서 와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 Danny Carlos, Timothy Chan, Joseph Gong, Judy Li, Thomas Luong, Yohana Tsukamoto, Minh Vu, Tom Xia, 
Jessica Yin, Ayako Zabalaga, Alicia Zacamitzin, Jesse Zacamitzin 그리고 Baiyang Zhang. 여러분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교회가 아주 다양한 그룹인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20개이 소수 민족들로 구성되어있는 교회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스앤젤레스의 시빅 센터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우리는 또한 5명의 젊은이들을 장로로 선정했습니다 
- Aaron Yancy, Kyu Dong Lee, Jack Ngann, Noah Song 그리고 John Samuel Cagan.  우리는 초기교회들을 따라서 John을 
장로로 안수하고 그가 2년후쯤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우리 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될것입니다. John 은 이미 우리교회 주일 아침에 많은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사역안에서 나의 “아들”입니다. 그의 설교를 우리 교회 웹사이트(www.sermonsfortheworld.com)에서 한번 보십시요. 나는 
주일 저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설교도 할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나의 60 주년 사역 행사를 할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한지 벌써 60 년이 되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암도 치료중입니다. 내가 70주년 사역 행사를 가질수 있도록 또한 John 과 Noah가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될때까지 암이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요! Ileana는 나의 사역의 동반자 입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매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이들을 이 악한 로스앤젤레스의 도시에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동료 Dr. Christopher L. Cagan없이 할수 없습니다. 나는 또한 Dr. Kreighton L. Chan과  Mrs. 
Emma Salazar 그리고 우리교회의 장로들 통역자들없이는 이 사역은 불가능 하다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국 새해를 1월 29일에 기념했습니다.  Noah Song이 아침 설교를 Dr. Kreighton L. Chan는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들을 푸에르토 발라타, 멕시코로 4월달에 휴가를 갔다왔습니다. 나의 아들 Robert와 
그의 부인 Jin 그들의 딸 Hannah, 나의 아들Wesley, Ileana의 어머니 Linda그리고 Ileana와 내가 함께 갔습니다. 아름답고 
너무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Dr. Robert L. Sumner는 2016년도 12월에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책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Dr. Sumner의 책이 팔리는 유일한 곳입니다. 
www.sermonsfortheworld.com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책을 살수 있습니다. 검은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첫장을 보십시요. 
우리는 가을 8월쯤 부흥에 대한 중점으로 예배를 보았습니다. 나는 40번 넘는 설교를 했고 밤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들을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2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더 많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Dr. Chan의 아들 Timothy는 예비 장로이고 그는 10월 8일에 추석을 기념하는 행사로 아주 
힘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내년에 부흥에 대한 책을 쓸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요.  

내일은 미국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나의 아내는 40 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힜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아름다운 날 크리스마스 씨즌에 함께 할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Hymers할아버지와 그의 달콤한 손녀딸,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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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0의 목사들이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의 원거가 단어 단어로 통역되어서 
36개의 언어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디오는 3개의 
언어로 되어있습니다. 설교의 도움이 필요하신 
목사님들은 이곳에서 자료를 얻을수 있습니다. 
150만영의 사람들이 (120,000의 목사를 포함한) 
WWW.SERMONSFORTHEWORLD.COM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Mrs. Arredondo, Wesley, Mrs. Hymers, Robert Leslie                                                 Dr. Hymers의 생일케익에 76이란 숫자를  
     딸  Hannah를 안고, Jin Hymers (Robert의 아내) 와                                                 보고 놀란 표정! 
     Dr. Hymers 푸에르토 발라타, 멕스코 호텔 라비에서.     
 

 

                        
 

            Dr. Hymers 께서 Miss Baiyang Zhang 세례중.                                                  Dr. Hymers 매주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코필드 성경 공부중.   
 

                                                        
             Hannah Hymers 와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                                                         장로로 안수 받은 사람들 (앞줄) 그리고  

               Rafael Cuellar, 과테말라에서 방문중!                                                                 세례받은 교회 신도들(뒷줄).            
 
 

우리의 설교 웹사이트는 수백의 설교원고들이 35개의 다른 언어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WWW.SERMONSFORTHEWORLD.COM.을 보십시요.  

 

또한 우리 교회 웹사이트 WWW.BAPTISTTABERNACLE.COM. 을 방문해 보십시요.  

 

  



 

                   

       Mrs. Hymers의 생일.  Dr. Hymers가 손녀딸 Hannah 에게                                                                 Hymers부부.                          
     생일 케익을 먹이고 있음!                                                                  
 
 

  

                 
 

                         Dr. Hymers 와  John Samuel Cagan                                             Mr. Winston Song 우리 교회 중국말 번역자  (가운데).  
                        그리고 그의 약혼녀  Julie Sivilay.           옆에 John Samuel Cagan (왼쪽) 그리고 Noah Song (오른쪽).  
 

       

 

                                                                  

         John Samuel Cagan 이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설교중,                           John Samuel Cagan 인디아에서 집회중.   
         그의 아버지, Dr. Cagan,스페인어로 통역중.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웹사이트 WWW.BAPTISTTABERNACLE.COM. 을 방문해 보십시요.   

우리의 설교 웹사이트는 수백의 설교원 개의 다른 언어들로제공되고 . 
WWW.SERMONSFORTHEWORLD.COM.을 보십 요

고들이 35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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