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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도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팔라우 너이 교회 예배당 헌당: 뽕륵 교회에 이어 팔라우 너이 교회도 예배당 건축

을 완성하고 지난 11월 16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부지를 사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건축비는 거의 자체 성도들과 이웃 카렌 교회들의 헌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들 스스로의 힘

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깽끄라짠 교회 예배당 헌당: 깽끄라짠 교회는 1년 이상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아름답게 건물이 완성되어 같은 11월 26일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렌 난민 교회 중 열 번째로 지어진 교회면서 처음으로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동안 

개척했던 9 교회는 모두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 세워졌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카렌족들이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면서 이들을 위한 교회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깽끄라짠 도

시 외에도 넝플랍, 후아힌, 펫부리 도시 등에 카렌족이 많이 살고 있어, 미래에 이곳들에도 교

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믿는 카렌족들 중심으로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태국인들에게도 복

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깽끄라짠 학생 기숙사 건축: 깽끄라짠 교회 옆에 세우고 있는 학생 기숙사도 속히 

완공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현재 바닥과 기둥, 지붕 공사를 끝내고 나머지 벽과 창문, 

부엌과 내부 시설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재정 (천 만원)이 속히 채워져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5월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미 전도사의 건강: 후왜이 행 교회의 미미 전도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신장을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최고 수준

의 병원에서 치료 받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수한 의사한테 신장 제거 대신 약으로 치

료 받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1월 말에 다시 치료 결과를 보기 위해 방콕으로 올라

오는데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인 람루까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교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앙으로 키워 왔던 촘푸 자매 (고문 성도였던 쩌티 형제 장녀)가 람루까 교회에 들어

와 신학을 공부하며 사역도 돕고 있습니다. 촘푸와 플랭, 남딴 자매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

꾼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먼 곳에 있는 는깨우 교회 (350 킬로) 보다 더 먼 곳(470 킬로), ‘왕싸판’ 마을에 

카렌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이 들

지만 주님 뜻이면 이곳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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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선교 동역자님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1월 3일. 태국에서 한준수 이옥희 드림. 

 

기도제목: 1. 깽끄라짠 학생 기숙사가 속히 완공되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지도록. 

2. 미미 전도사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도록. 

3. 람루까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고 촘푸 자매가 능력의 사역자가 되도록. 

 

 

 

 

 

 

 

 

 

 

팔라우 너이 교회 헌당식        팔라우 너이 교회 헌당 예배 광경 

 

 

 

 

 

 

 

 

 

 

 

 

깽끄라짠 교회 목수 완차이 형제와 함께    깽끄라짠 교회 예배당 헌당 예배 

 

 

 

 

 

 

 

 

 

 

 

 

 

  깽끄라짠 학생 기숙사. 바닥, 기둥, 지붕 공사 완성. 벽과 창문, 부엌,  

  내부 공사가 남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