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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서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곳 태
국도 어제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서 드디어 방콕과 주변 도시들에 락다운을 선포했습
니다. 영국과 아프리카 변종, 특히 인도 변종이 상륙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
자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코로
나 19로 고통 당하고 사망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돕고 있는 열 곳의 카렌 교회들은 모두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외진
국경 지역이라 사람들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직은 안전하지만 언제 그 곳까지 퍼
질지 알 수 없습니다. 병의 고통은 적지만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 침으로 생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카
렌 난민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팬데믹의 재앙에서 비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미얀마에 선교하러 갔던 쁘리차 목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일년 이
상 묶여 있다가 얼마 전에 무사히 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어 산을 넘어
오는 모험을 강행했는데 주님의 인도로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팔라우 교회가 그 동안 담임
목사 없이 잘 버텨왔고 미얀마에 개척한 신학교와 교회들도 덕분에 더 견고하게 되어 합력하
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후왜이행 교회는 지붕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해와 비를 피할 수 있어 앞으로의 공사가
훨씬 쉬어졌습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와 ‘미미’ 전도사
내외가 건강한 가운데 목회와 건축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깽끄라짠 교회와 기숙사 건축을 위해 기도 부탁 드렸는데 대구의 장로님 한 분을 통해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 져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리고 이곳의 다윗과 완차이 형제 가정이 성수주일하며 착실히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 주
십시오.
빠뎅과 뽕륵에 있는 아이들 기숙사는 주님의 은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
의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지만 이곳들은 조금 나은 형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뽕륵 기숙
사의 ‘블래’ 전도사 내외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해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두 곳 기숙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
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루까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며, 성경 퀴즈를 통해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걱
정되지만, 종말에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훈련시키시는 줄

알고 유사시에는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외가 먼저 백신 주사를 맞
고 또 여러 성도들이 백신을 맞으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외국인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 무한정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속히 주사를 맞고 힘있게 선
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내외가 건강 검진과 치아를 비롯한 몸의 약한 곳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해야 하는데 양국의 격리 규제와 재 입국의 어려움으로 여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을 위해 외출을 삼가지만 부득이 하게 나갈 때가 있고, 또 일년 비자 연장을 위해 사진을 찍
고 병원 진단서를 받고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합니다. 모든 위험
속에서 안전하도록,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교 동역자님 가정과 사역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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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 드림

후왜이행 교회 지붕 공사 후 최근에 힘을 모아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자체적으로 함.

블래 전도사가 돌보는 기숙사 아이들

지난 4월 람루까 교회 부활절 예배 광경

현재 인터넷으로 예배. 교인들 사진을 의자에 붙여 놓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