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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파키스탄의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홍수가 발생, 마을이 유실되고 거의 1,000 만 명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기위한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익사, 수인성 질병, 영양실조, 등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2022 년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몬순 비로 인한 홍수는 파키스탄의 Baluchistan, Sindh, Gilgit-Baltistan, Punjab, Azad Jammu 및 Kashmir, Khyber 

Pakhtunkhwa(KPK) 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의 추정 수는 약 3 천만 명이며 약 100 만 채의 집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신드(Sindh) 지방에서는 2022 년 6 월 16 일 폭우가 시작되어 2022년 8 월 말까지 

계속되었고 폭우와 홍수로 수백만 명의 집, 곡물생산지, 채소밭, 축산 농장이 대량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의 은혜와 진리교회는 (아스갈 다라즈 목사 - 은혜와진리교회 협력선교사 사역) 신드 지방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살폈습니다.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지역 은혜와진리교회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교우들은 Kali Mori 거주지, American Quarter 거주지, Latifabad Unit Number 5-10 거주지, 

LMC Jamshoro 거주지, Hurcamp 기독인 거주지 및 Bakra Mandi 기독인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로 많은 

사람을 잃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는 땅에 홍수를 일으키고 땅위의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의 많은 집들이 침수되고 무너지고 가재도구 를 잃었습니다. 모두가 이 긴급 상황에서 도움과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거리마다 고인물이 집들을 에워싸며 말라리아와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들이 만연하였습니다. 피해상황은 아프리카/ 

파키스탄 선교회 김차혜 장로에게 전달되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당회장목사님 사무처와 안산성전의 ‘외국인/파키스탄 

선교회', ‘청년봉사선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조용목 당회장 목사님은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은혜와진리교회 교우들과 이웃들을 돕는 긴급수해구호 

물품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산성전 파키스탄 선교회와 (안산성전 외국인선교회/아프리카선교회가 선교업무를 주관)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은혜와진리교회 아스갈 다라즈(Asghar Daraz) 선교사의 협력아래 피해상황과 긴급필요 품목에 따른 

수해재난 구호품 목록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1.5 개월 (45 일) 동안 생필품과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가족단위 

(평균 12~17 명 식솔)의 구호물품 꾸러미를 1 차 분, 2 차 분으로 기간을 나누어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해구호물품 

꾸러미 1 차분은 2022 년 10 월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은혜와 진리 교회의 교회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되어 생명을 구하고  

 

2022 년 집중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은혜와진리교회  

하이데라바드 가정성전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긴급구호물품 전달. 
Grace And Truth Church, Hyderabad, Pakistan.  

[하이데라바드 Hurcamp Christian Colony 에 있는 교회 가족 

방문 (아스갈 다라즈 선교사님, 뒷줄 중앙] 

 

[Saleem Masih 씨의 가족: 폭우와 홍수로 인해 하이데라바드의 칼리 

모리에 있는 그의 집과 앞뜰 주변이 온통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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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 차분은 12 월 하순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스갈 다라즈 선교사님과 

성도/이웃들은 수해로 고통받는 파키스탄인들에게 큰 도움으로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조용목 당회장 목사님과 

파키스탄선교회와 많은 선교 회원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과 세계에 걸쳐 은혜와진리교회를 인도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S# Items  WT. 

/Kgs. 

Unit Price 

/Kgs. 

PKR 

파키스탄 루피 USD 원 KRW 

1 밀가루 Wheat Flour (15 Kgs) 15.0 145 PKR 2,175.00 $9.4 ₩13,407 

2 쌀 Rice (7.5 kgs) 7.5 400 PKR 3,000.00 $12.9 ₩18,493 

3 설탕 Sugar (6 kgs)  6.0 120 PKR 720.00 $3.1 ₩4,438 

4 쿠킹 오일 Cooking Oil (6 kgs)  6.0 550 PKR 3,300.00 $14.2 ₩20,342 

5 차 Tea (0.75kg) 0.8 1,500 PKR 1,125.00 $4.8 ₩6,935 

6 유아용 건조유유 Dried Milk for children (1.5kg) 1.5 1,500 PKR 2,250.00 $9.7 ₩13,870 

7 흰콩 White Bean (3 kgs) 450/Kg 3.0 450 PKR 1,350.00 $5.8 ₩8,322 

8 검은콩 Black Bean (3kgs) 450/Kg 3.0 450 PKR 1,350.00 $5.8 ₩8,322 

9 쌀 곡류 Deal Mong (3kgs) 350/Kg 3.0 350 PKR 1,050.00 $4.5 ₩6,473 

10 비누 Soap (4.5 개, Three Pieces ) 4.5 183.33 PKR 825.00 $3.6 ₩5,086 

11 
모기장 하나, 더블베드용 Mosquito Net 1 Set (a 

double bed for 4 - 5 children or 3 adults) (1 x 830 ) 
1.5 1,250 PKR 1,875.00 $8.1 ₩11,558 

  
*곡류, 콩류, 건조유유 합계 Total: 

15+7.5+1.5+3+3+3= 33Kgs 
          

1 가구 당 (12 – 17 명 기준) 45 일 기준,  

Relief goods for one family (Av. 12 to 17 persons) 

covering 1.5 months (45 days).   

  합계 Total  PKR 19,020 $82.0 ₩117,245 

 

                                     

 

 

 

 

 

 

 

 

 

 

 

 

 

은혜와 진리교회 (한국과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 파키스탄 홍수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명세 

 

Urgent Supporting Pakistan Grace and Truth Church, Hyderabad, and 

the neighbors. 22 년 10 월 13 일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은혜와진리 

교회와 이웃 긴급구제 선교 (22 년 6, 8, 9 월 폭우, 홍수재해)  

It covers a total of 40 families or 480 persons, providing basic foods 

for a 1.5-month period over two phases of Oct and mid-Dec. 2022. 한 

가구당 (구성원 12 - 17 명 기준) 1.5 개월 지원내역임. 합 40 가구, 480 

명 식솔을 대상으로 1 차 (22 년 10 월에)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이어서 2 차분으로 (22 년 12 월 하순에)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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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재난 구호품과 식량의 구입과 포장. 

 

 

 

 

 

첫번째 작업은 구호물품/식품을 구매하고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은혜와진리교회의 자원 봉사자들은 시장 

에서의 구매와 포장 과정의 모든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긴급구호물품/식량 꾸러미를 나눠 

드릴 수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45일 (1.5개월) 

동안 20가족 (240명 식솔)을 위한 구호물품/식량 1차 패키지를 준비, 

전달하였습니다. 

 

 

사랑 가득한 구호품과 식량을 받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홍수재난으로 고통받는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에게 빵과 힘이 될 

구호품과 식량을 위해 축복하였습니다. 아스갈 다라즈 선교사는 

예수님 사랑이 담긴 도움의 손길이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의 

가족교회와 이웃들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시련의 삶 속에서도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은혜와 

진리교회 하이데라바드의 자원봉사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함으로 구호품을 챙겼습니다. 구호품의 1 차 공급을 위해, 240 명 

식솔을 수용하는 20 가족을 위한 20 개의 구호품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모기장도 추가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모기가 매년 상당한 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불침대 

크기의 모기장은 필수품이었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뎅기열,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수많은 홍수 피해자들 가운데 이 가족들에게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사랑과 배려, 진심 어린 나눔으로 나타나길 

기도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기를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위로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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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게 된 가족들에게 구호품/식량 패키지를 전달하기 위해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의 칼리모리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가정교회에 모였습니다 (위, 아래 사진). 먼저 은혜로운 축복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스갈 다라즈 선교사는 

한국 은혜와진리교회와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의 은혜와 진리교회가 선한목표를 세우고 하이데라바드 파키스탄교회 

교우 가족들과 이웃들을 돕기 위해 홍수재난구호품과 식량을 준비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자들은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1 개월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 차분 구호물품과 식량 

꾸러미는 20 가구 (240 명 식솔) 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 58 장 7 절~11 절의(아래) 성경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홍수재난 구호품의 나눔 

Sharing of flood relief goods to those heavily affected by the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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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고난의 때에 약한자들을 돕기 위해 항상 그 앞에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은혜와진리교회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홍수재난 구호물품을 보내주신 한국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의 은혜와진리교회 가정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온정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파키스탄 사역을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봉사 선교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교 일선을 각별히 보살피시는 아프리카/파키스탄선교회와 외국인/ 

파키스탄 선교회의 세 분 장로님 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일반행정, 수입/지출 정리의 일관된 도움에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확장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 선한 베풂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은혜와진리교회의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 은혜와진리교회, 하이데라바드성전 (가정교회들) 

Grace And Truth Church, Hyderabad, Pakistan 
House # 376, Phalli Par, Mir Colony near Sindh Government 

Hospital Hyderabad, Pakistan 

Mobil # +92-333-2608569, Pastor, Asghar Daraz 

Email: asghar_daraz@yahoo.com 

파키스탄 선교회,  
Mission Committee for Pakistan (MCFP) 

Grace and Truth Church, Korea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6 층. 

Ansan Sanctuary 6F. Grace and Truth Church, Korea 

Address: Hwalang-Ro 303, Danwoon-Ku, Ansan City, Korea.     

Email: charliekim0841@gmail.com, yangky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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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om Greetings from Grace and Truth Church in Hyderabad, Pakistan 
 

Shalom Greetings from Grace and Truth Church in Hyderabad, Pakistan 
 

 
 
 
 
 
 
 
 
 

 

 

 

 

 

 

 

 

 

 

 
I came back to Pakistan and began preaching God’s Word in October 2018 under the name of 

Grace and Truth Church - Hyderabad, Pakistan. We are very thankful to our Lord Jesus, God our 

Father for this blessing that many people have accepted Jesus Christ as the only savior. The 

newborn-again believers were baptized in the Indus River in Hyderabad, Sindh. We have been 

sharing with pleasure our weekly worship service status records since March 2019 with the 

“Mission Committee for Residing Foreigners” and “Mission Committee for Africa” in the Ansan 

Sanctuary of Grace and Truth Church, Korea. (The two mission committees were united and 

renamed Mission Committee for Pakistan in 2020). I was overwhelmingly touched and motivated 

by the sermons that Rev. Yong-Mok Cho, senior pastor of Grace & Truth Church, Korea 

preached, solely and purposely based on bible scriptures but less on worldly probable. I received 

spiritual inspiration and challenges through the messages of worship services (interpreted in English) preached by Reverend 

Yong-Mok Cho on Sunday at 11:00 and 13:00. It was a blessing to me through the holy spirit, increasing true Christian faith 

in me. It has reinforced my ministerial mission of serving God and winning lost souls for the kingdom of God. It brought a 

prosperous prospect to my life to serve God’s people and to win countless faithful souls for the kingdom of God. I have 

witnessed that God works through his people. I pray that may God bless our Rev. Dr. Yong-Mok Cho and his Ministry so 

that he spreads God's messages of belief, hope, and love throughout the world and saves countless souls for God and His 

kingdom! Amen.  

Releasing relief goods to neighbors suffering                                                         

from heavy rain and torrential flooding in Pakistan, 2022.                                                             

Grace And Truth Church, Hyderabad, Pakistan 

Introduction: 

Shalom, I am Pastor Asghar Daraz in Grace and Truth Church, Hyderabad, Pakistan. I want to share my experience of 

church attendance and serving the church departments in Korea and my study of Christian Theology and Church Ministry 

at a divinity university in Korea. I started to attend Grace & Truth Church Ansan sanctuary, Korea in June 2017 and served 

The Mission Committee for Residing Foreigners and The Mission Committee for Africa till 15 Oct 2018. Then I returned 

to Pakistan. I had been attending English worship services (starting at 11:00 and 13:00) for foreigners at Grace & Truth 

Church, Ansan sanctuary. I completed a master's degree in Divinity at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nyang, Korea 

(from 2015 to 2018 Aug.).  I regrettably had no chance to do pastoral work in churches in Korea. My family and I had to 

return to Pakistan soon after completing the master's course under the Korean immigration regulation for foreign students. 

Rev. Dr. Yong-Mok Cho 

Grace and Truth Church, Anyang C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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