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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54개국을 대상으로 펼치는 활발한 선교와 동시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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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내 성도들이 변화와 치유 역사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빛 된 교회,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담
임 정명호 목사)가 지난 4월에 교회 안팎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가
져 더욱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㔵㉧㉈ⴅ㈛ⷧ0,6ⱚ㉔⿒㋡Ⲿ㔵㓿ゞ
지난 4월 9일과 10일, 아프리카 키시에서 MIS(만민국제신학교)
강의 및 키시 만민지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다.
9일에 열린 키시 MIS 강의(사진 1, 2)에는 키시 지역의 수강생들
을 비롯 총회장 및 머리급 목회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영상
을 통해 만민의 사역을 소개한 뒤, 정명호 목사가 자신의 간증과 더
불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영혼육’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처음 참석한 총회장과 목회자들은 “그동안 이처럼 귀한 하
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설교했다는 사실이 민망하다”고 말하
며 MIS에 등록하였으며, 만민지교회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10일, 키시 만민지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사진 3, 4)에서는
정 목사가 ‘영생’이란 제목으로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
시는지’에 대해 설교하였으며 총회장과 목회자들, 키시 MIS 목회자
들과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창립의 기쁨을 더했다.

テⲾ㔵㋁㍽〧〧パ⿇ㇼ㇘テⲾ㔵㔄ㄸ
지난 4월 3일에는 남선교회 주최로, 27쌍의 부부가 정명호 목사
와의 만남을 가졌다(사진 5). 부부가 하나 되어 온전한 가정 복음
화를 이루고자 개최된 이 행사는 남선교회 회원들 중 아내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었으며, 만민 안에
서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24일에는 여선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신예배가 있었다(사진 6). 회원들은 성결의 복음과 당회장 이재
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Òハⲓ㎼㓠Ó⼍㎍⽕㓰㆗⹂⿒㓯ゴ㋁㉜㓯Ⲿ
지난 4월 12~13일까지는 아동주일학교(사진 7, 8)에서, 14일에는
학생주일학교(사진 9, 10)에서 각각 ‘성경 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
는 말씀과 찬양, 세미나, 성령 충만 기도회, 에티켓 교육, 성경 퀴즈,
재능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아동주일학교 ‘재능 쇼’에서는 션톤 오티에노 어린이가 대
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션톤은 세 살 때부터 악성 빈혈로 고통
을 받았으나 매달 열리는 손수건 집회 시, 정명호 목사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며 온전히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하였다.
한편, 학생주일학교 ‘재능 쇼’에서는 글로아 학생이 이재록 목사
의 ‘십자가의 도’ 메시지와 함께 만민의 사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
는 설교로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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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의 선(㶚)_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로마서 9:1~3)
⸌㔵㉲㉙㉴⼎⾎ゞ

사도 바울은 자기 의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

사도 바울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빌립

또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도 컸지요. 또 끊임

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

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합니다. 이는 지

없이 탐구하며 매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

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답을 낼 때까지 집요하게 궁구하며 고민하였고, 이에 따

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

라 자아가 단단하게 형성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호탕한

당하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기를 원

성격도 있었지만, 계산이 앞서고 생각이 앞섰지요.

는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이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고후 11:28~29).

얼마나 승한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그런데 주님을 만나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참이
아님을 깨닫자 육의 것은 단번에 버렸습니다. 당대 최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내가 여러 번 너

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쌓은 지식이라 할지

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

라도 배설물로 여겼지요. 더욱이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

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빌

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18) 하며 애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너무나

닮은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권
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㐎Ⳓⷮⲧ㉇ⲕㄶ⽃ㆣⷾ㓷⸸⾍ⲯ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

사랑했기에 각처의 교회에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의 향은 더욱 진하게 하나님께 올렸지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도록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신약 시대 최고의 권능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은 앉은

그러니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

뱅이를 걷게 하는가 하면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

있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오직 하나님께

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

반을 마련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㉈ㇱ㊉㕴㋁ⷹⴛ⸼⽋ⷧ⽓㉊

귀도 나가는 희한한 능이 나타났지요(행 19:11~12).

그러면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요, 권능을 베풀었던 사

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도

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아지지 않았고 오직 주님께

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

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

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㓮ⷧ㉧㉈㈴㓷ヂ⸸ゴ⾊㉈㋄ㄋ㉣ⷧゞ⻜㉔ 곧 골육의 친척’이란 사도 바울의 육적인 일가친척을 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㉔⽓㉊㉅⼍㔢㉈ゞ⻜㓮⹊㉧ㄸ㉈㓫

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서

⽓㉊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주님처

은혜로라” 겸손히 고백하지요.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바울을 핍박하고 훼방한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

삶을 통해 마음의 성결을 이뤘기에 하나님과 밝히 교통

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

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를 증명하러 다니자 이를 심히도

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치기 때문이지요.

싫어하며 사도 바울을 훼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

그에게 천국도 보게 해 주시고,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마저도 자신을 십

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이면 그들도 따라가서 훼방하

알려 주셨지요.

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

곤 하였지요. 심지어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로써 사도 바울은 영의 것에 대해 사모함이 그 마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행

에 사무치도록 더해졌으며, 이에 따라 주님께서는 영의

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23:12~13).

깊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에 대해,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셨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대신 자신이

천국과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죄로 인해 사망을

저주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

그는 이러한 영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

향해 가는 영혼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

이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도 더

는 것입니다.

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뤘습니다.

욱 승해졌습니다. 이 깊은 영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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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가 은혜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들려줌으로 주님을 더

니다. 좋은 말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나이다”라고 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지요.

수 있는 것도 혹여 실족 당할 사람이 있을까 하여 절제했

백했습니다. 그러니 권능을 행할수록 자신은 더 낮아지

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졌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

㉧ㄸ㉈㋡㆛ⷧ⽓㉊

서는 이처럼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 은사도 주시

악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오거나 환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천국에 이

상을 보고 비밀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들레는 수

끌려 다녀온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내가 이

단으로 이용합니다.

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다면 그

고 권능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것을 마음에 담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지요. 영안

바로 자신이 다녀온 천국에 대해 알려 줌으로 성도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이 열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영으로 정

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되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은 추호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

진해 들어가려 하고 자신을 들레지 않습니다. 또 깊고 비

도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보배,

밀스러운 영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
든 자신이 변화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스스로 영의 것을 터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깊은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과 깊

자신이 기도해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안에 계신 보
혜사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늘 중심에서 인정했지요.

은 교통을 이룬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의 바

이처럼 자신의 의를 철저히 깨뜨린 후에는 아무리 크

탕 위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맺혀 있었기 때문입

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도 중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최고의 선을 이뤄 마지막 때 영광의 도구로 귀
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ⱎ㊏㉔⸃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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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일학교에서는 지난 5월 1일 오후 1시, 어린이
주일을 맞아 GCN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2022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가졌다.
이날 최시온 어린이의 대표기도, 강성결 어린이의 성
경 봉독에 이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순종
하는 어린이’(고후 1: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 뒤 교역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와 아동주일학교
총부장 공진희 집사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 아동주일학
교 예능팀의 특송, 부활절 계란 꾸미기, 그동안의 행사
와 활동사진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한편, 아동주일학교에서는 매 주일 오후 1시에 GCN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일 활동을 하고 있다.
с
권사회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3일과 4일, 6일에 70
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 축하 행사’를
마련하였다.
연합회장 빈금선 권사의 사회로 3층 예배실에서 축
하 행사가 진행되었다.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 직무대
행 이수진 목사의 인사 말씀 후 우쿨렐레 연주 및 공연
(김은희 권사 외 6명), 팔팔 건강 율동 및 체조(김진희
권사 외 2명)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 뒤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출품작들
을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주 안에서 뜻깊
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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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갑자기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

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과 많은 권능의 역사

해 귀한 성결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하

니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고 음식을 먹기도 힘이

를 보았음에도 병원과 약을 먼저 의지했던 믿음 없는 모

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간다는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얼굴을 가릴 수 있어

습을 깨우치며 회개하였지요. 또한 사소한 일에도 남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져

을 미워했던 것과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내 들보는 보

점점 피하게 되었지요.

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3월 25일 밤 11시, GCN방송을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
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시간 내내 감

저는 학원 차를 운행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한 전 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인 ‘당회장님 저서 읽기’와 ‘성경 읽기’ 등 순종해 완독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

호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곤 하였지요.

지만,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나니 다니엘철야는 차

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날,

에서 스마트폰으로 해 충만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안면마비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며칠 지나자 깨

이번에도 안면마비 증상이 보이자 서둘러 병원에 갔
는데 담당 의사가 시술을 권했습니다. 일단 시술은 받지

그러나 은사 집회를 앞두고 3월에 진행된 작정 다니엘

않겠다 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았고 증

철야와 랜선 환자 기도회에는 차량 운행 중에도 간절히

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동참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

그동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

에 3월 은사 집회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

하고 잡념 가운데 중언부언했던 것을 회개하였지요. 더

정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일

욱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만민을 만나 당회장님을 통

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끗이 사라져 온전히 회복되었지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반갑고 행복한 마음
뿐입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
랑의 마음도 커졌지요.
저의 삶 속에 사랑과 평안, 건강과 행복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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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먼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콜롬비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버스는 2m 아래로 떨어졌습

아 만민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안아서 받아주는 포근한 느낌이 들었고

니다. 그런데 얼마 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어떠한 충격도 없었습니다.

를 체험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몸을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없었지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2m 아래로 버스가 떨어지며 전복되는 사고
에서 온전히 지킴 받은 것입니다.
✦
지난 3월 20일, 저는 바랑끼야에서 몸폭스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밤 11시경 출발하
였는데 몸폭스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팔을 크게 다쳤는데,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
번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큰 사고에서 지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항
상 저희를 위해 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버스 기사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서 버스가 도로를

도해 주시는 만민의

벗어나 2m 아래로 떨어지며 전복된 사고였지요. 32명의 승객 중 6명이 사망하였

모든 가족에게도 감

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승객들도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콜롬

사드립니다.

비아 일간지 및 공영방송에 주요뉴스로 보도되었지요.
저는 항상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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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 ⿋ㆸ⽕⿉Ⲿ㔵 ⲓ⿋ㆸㄶㄶ㍢ヂ⳱

Ʈ 
Ā 〧ァ⽕⿉Ⲿ㔵 〧ァⲯ㇙ㄶ〧ァ㋣ⳃ⹂㒳⼍

Ʈ 
Ā ⲥ㋁⽕⿉Ⲿ㔵 ㎍ⲥ㋁ㄶ⿳⼍
Ā ゞ⻜⽕⿉Ⲿ㔵 ㎍ⲕ⼥ㄶ㇇ゞ⾆㔁㓰⽋

Ʈ 

Ʈ 
Ā ⲯ㋁⽕⿉Ⲿ㔵 ⲯ㋁ⲯ㇙ㄶヂⳃ㓮⸐⼍⿳⳱ Ā ヂァ⽕⿉ハⲎⲾ㔵 ㎍ヂァㄶ⾦㓯⼍

Ʈ 

Ʈ
Ā ⳃ⿇⽕⿉Ⲿ㔵 ⲓ〨㎪ⲛⳅ〨ウ㉋⳨⸐⼍⳱ Ā ヨ㍱⽕⿉Ⲿ㔵 ⱚ㈧⸸ヨ㍱ㄶ⽕⽋ⲥ㈧⳱㎥ Ⲿ⹂ 

Ʈ 

Ʈ 
Ā ⳳ㓷⽕⿉ハⲎⲾ㔵 ⲓⳳ㓷ㄶウ㊏⹂⽻㓦㆗㎥
Ā ㄍ㍜⽕⿉ハⲎⲾ㔵 ㊉ㄍ㍜ㄶ㉲㒳⳱㎥

Ʈ

Ʈ
Ā 㒸㓶⽕⿉Ⲿ㔵 ⲓ〨㒸㓶ㄶⳃガ㍜ⶩ⸐⼍
Ā ㆗ァ⽕⿉Ⲿ㔵 ㎍㆗ァㄶⳒⲛ⹂ ㍢㈝⼍ 

Ʈ 

Ʈ 
Ā ㇘ㄋ⽕⿉Ⲿ㔵 ㊉㇘ㄋㄶ⹓⸛⳱
Ā ⸐㊉⽕⿉Ⲿ㔵 ⸐㊉ⲯ㇙ㄶ⸐⸛ⳃ⸐㔪⼍
Ʈ 
Ʈ  
Ā ㉚ァ⽕⿉Ⲿ㔵 ㊉〨㉚ァㄶ㒳⹂⼍⳱
Ā ⽓ァ⽕⿉Ⲿ㔵 ⲓ㍉㈧ㄶ⽓ァ㔵㈧ⳃ

Ʈ 

Ʈ
㋁㉜⸐㋁㉜㊇ⶨ⳨㈓㍝ㆰ⽃
ヂ㈞⽕⿉㋊ㆤⲾ㔵ㇼ166⽃㑎㓷⹂ㄶ㔪オ⼍⽐ⷴⷾ

㎉㍚㏢⼑お㆗㉜ⱐ㋡ƙ
‘㇓⼑お㆗ⶲ’

Ā ㊉㋁⽕⿉Ⲿ㔵 ㊉〨㊉㋁ㄶㇾァⳃ㓰㊊⳱

Ʈ 
Ā ㋣㋁⾩⽕⿉Ⲿ㔵ⲓゞ㍜ㄶゞ㍜㉋テ㉛⳱⹂㔠

Ʈ 
Ā ㍜㆙⽕⿉Ⲿ㔵 ㎍㍜㆙ㄶヂ〨ⳃハ㊏⳱

Ʈ 
Ā ㍢㋁⽕⿉Ⲿ㔵 ㎍〨㍢㋁ㄶ㕬⸛ⳃㇰァ⾆ⱎ⻕⳱

Ʈ 
Ā ㎈㍜⽕⿉ハⲎⲾ㔵 ⱚ㈧⸸㎈㍜ㄶㇰァ㒸⳱

Ʈ
Ā ㎍㋁⽕⿉Ⲿ㔵 ㎍〨㎍㋁ㄶ㈚ァ⹂

Ʈ 

Ā 〧㒳㋡ハ㊉ ㉛㍜ⲯ㇙ㄶ〧㒳ⳃ㋁〧㑇⼍㎥

Ʈ
Ā 〨〧㋡ハ㊉ ヂ㈞ㄶⱚ〨ⳃ⸸〙⼍

Ʈ 
Ā 〩⸌㋡ハ㊉ ハㄶ〩⸌ⳃㆰ㐡⼍

Ʈ
Ā ㄋ㈧㋡ハ㊉ ⲓⳭ⸸ㄋ㈧ㄶ㒉⸃⾩⼍⿳⳱㎥

Ʈ 
Ā ㆙ァ㋡ハ㊉ ⲓⳭ⸸㆙ァㄶオ⼎ⳃⲯ⸛ァ⼍㉇ハき㎥

Ʈ 
Ā ㊩⸸㋡ハ㊉㉛㍜ⲯ㇙ㄶ ㋊ⳃ㉇㓮ㄋ⼍⹂㔠

Ʈ
Ā ㉔㊏〧㋡ハ㊉ⲓⳭ⸸㉔㊏〧ㄶ㒳㔪⼍㎥

Ʈ 
Ā ⱚ⹂㋡ハ㊉ ヂ㈞ㄶⱚ⹂ⳃㆸ㉴⸐⼍㔠㈼き㋡㓮 Ā ㉙㍜㋡ハ㊉ ⲓⳭ⸸㉙㍜ㄶ㉙ヌ⸐㍜⼍⿳⳱

Ʈ 

Ʈ 
Ā ㉛㍜㋡ハ㊉ ㉛㍜ⲯ㇙ㄶ⹂ⳃⳃ㈨⼍パき㎥
Ā ⱸ⸁㋡ハ㊉ ㉛㍜ㄶヂⳃㇾ㊏⼍
Ʈ 

Ʈ
Ā ⳃ⽋㋡ハ㊉ ⲓⳭ⸸ⳃ⽋ㄶ㆙Ⲟ⼍ⲯ⾊き㎥ Ā ㉜ァ㋡ハ㊉ ⲓⳭ⸸Ⲛㆸㄶ㉜ァ⹂ⳃⱚ㍳⼍㆗㈧%'

Ʈ 

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