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남지 자매
(대전만민교회)

“기도를 받고 
자가 면역 질환과 
다한증을 
치료받았어요”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ㅇ특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꿉니다.

책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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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나 자매 (3청년선교회)

치료 전 (뇌혈관 조영술)

상기 환자 두통 및 이명을 주소로 본
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MRA에서 
뇌동맥 기형 의심 소견 관찰됨. 2021. 
5. 18.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당일 
정밀검사(뇌혈관 조영술) 시행 후 상
기 진단됨. 이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함.  

치료 후 (뇌혈관 조영술)

환자분 2021. 5. 18. 외부 병원에서 시
행한 TFCA 검사에서 Rt. temporal 
base dural AVF 관찰되었음. 이
에 GKS 치료 계획하고 2022. 7. 6. 
TFCA 시행하였으며, TFCA 검사 결
과 기존에 관찰되었던 Rt. temporal 
base dAVF는 자연 치유된 상태 확
인하였음. 이에 GKS 치료 시행할 필
요 없어 시행하지 않았음.

치료 전 (진단서)

동정맥 기형 보임. 동정맥 기형 보이지 않음,

치료 후 (소견서)

▶

“주님을 의지하니 
 시술 없이 뇌정동맥류를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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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밤 11시 만민중앙교회에서 시작한 금요철야예배 시 당회

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2023년 첫 은사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

회는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위성, 유튜브, 인터넷으로 전 세계

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강사 이수진 목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5~10)라는 말

씀을 전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을 들고 국내외에서 접수된 환자들의 병명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결과, 실시간 간증 접수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색 질병이 치

료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음 은사 집회는 3월 24일(금) 밤 11시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다.

“치료와 응답,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사 집회’, 실시간 간증 이어져

니다!!”

News

장계화 집사 (중국 2교구)

 “만성 변비, 안면 근육 경련 치료 등 
저희 가족은 이제 건강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

Tel: 02-824-7107

www.gcntv.org

webmaster@gcntv.org

Tel: 02-818-7241 

www.urimbooks.com

urimbook@hotmail.com

주일대예배 
주일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
수요예배
다니엘철야기도회

11:30 AM 
3:00 PM

11:00 PM
7:00 PM
9:00 PM 

manmin.org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3  TEL 02) 818-7000  FAX 02) 851-3846

예배와 다니엘철야기도회를 
실황 및 녹화 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 1577-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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