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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올해는 밴쿠버의 여름도 무척 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다고 듣고 있
습니다. 동역자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주님의 평강과 돌
보심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곳 캄보디아는 우기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예년과 달리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모두들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비(스콜)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보게 되는 건물 공사장과 수 많은 오토바이와 차들, 그리고 툭툭이와
자전거로, 모든 탈것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도로를 지나가며, 온 나라
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
단의 권세 아래 누르고 두려움 속에 살도록 하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물
질과 부를 최고의 목표로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시골마다 집은 텅텅
비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두 공장으로, 가게로 돈벌이를 내 보내는
추세여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소수
의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이 힘을 합해 이 땅을 위해 부르
짖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제 2기를 출범하고 이제 중반을 넘어 서면서 그 간의 사역을 정리해
봅니다. 프놈펜 외곽에 클리닉을 오픈하고 주민들과 교제 하는 가운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틈틈이 아웃리치를 통해 인근지역을 답사하였
습니다. 캄퐁스프, 다케오, 껀달 주를 중심으로 한국인 선교사님들 및
현지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클리닉과 함께 개설한 침구교실을 통해 현지 전도사들과 청년들 6-7
명과 수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오토바이
를 타고 매주 두 번, 먼 곳으로부터 달려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어둑어
둑해 지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먼 길을 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하나
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실 날을 기대해 봅니다.

클리닉 사역에서 학교 사역으로
클리닉 사역을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학교에 문을 열어 주
시기를 일년 반 동안 기도하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유니온 기술학교에
함께 할 동역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
변 국가들, 베트남이나 타일랜드 등은 이미 중의학이 자
리잡고 한방학교들도 있으나 캄보디아는 열악한 의료 환
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방학교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
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독 한방학교를 열
어 주셔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는 클리
닉이 많이 오픈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빌
2:13)”이시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놀랍게 체험하면서, 앞으로 하
나님께서 계획하신 ‘캄보디아의 한방학교’ 시작에 모든 기도의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함께 부족한 저희를 동참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기도제목을 읽어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젊은이들이 입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동역하는 유니온 기술학교가 교육부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아
웃 리치와 과학캠프를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
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20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의 기독학교를
세워 오늘날 한국교육에 이바지 한 것처럼 캄보디아의 교육계에 기
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든든하게 서 가도록, 그리하여 온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여 모든 부패와 우상숭배가 척결되
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학교의 모든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재정적 필요들이 순적
히 채워지고 진행되어서 학교가 잘 출발될 수 있도록

깜퐁스푸주 갈릴릴 고등학교에서의 주말 의료 아웃리치

함께 동역하게 된 유니온 기독 기술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