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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 : 5)

무더운 날씨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 전쟁과 분쟁, 기후변화로 인해 심해지는 자연재해등 세상의 환경은 우
리를 많이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뎅기열로 온 가족이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병이라서 그동안 현지인들이 뎅기열로 고생할
때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였는데, 경험을 해보니 그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도 걸렸보았지만
뎅기열이 코로나보다 몇배는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아픔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재정적으로 여름성경학교와 제릭
전도사 아내의 수술과 병원비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가전제품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선교지에 올 때 한국에서
쓰던 제품과 파송교회에서 구입해준 물품이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한국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의 환경에 맞게되어 있기에 150V-290V로 왔다 갔다하는 필리핀 현지 전력으로 인해 결국 무리가 가서 고장
이 났습니다. 부품도 필리핀에서 구입할 수 없고 수리비용도 비싸서 수리기사가 새로 사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같은 상품과 브랜드도 현지에서 파는 것이 현지 상황에 맞춰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의 상황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에 맞추어 있는데 우리는 때론 세상의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다보니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교
지에서 특별히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때론 혼자의 힘으로 공급을 하여야 하며, 어느 순간 사역이
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의식주가 한국에 맞춰있기에 현지의 의식주로 인해 힘이 들기도 합니
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으로 변화시키고 열국의 아비의 비전으로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신것처럼 오늘도 여러문제로 인해 한숨이
나올지라도 웃으며 이 길을 걸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침몰해가는 지구선에 승선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
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 우기 / 뎅기 / 지진
필리핀은 우기시기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쏟아지는 비는 더위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로인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비로 인해 웅덩이가 생기며 많은 모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뎅기모
기가 발생되어서 현재 뎅기주의보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뎅기열로 인해서 고통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동’이 뎅기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 기준으로 하루에 30명이상 뎅기에 확진되고 있
습니다. 저희 가정도 6월에는 김소희선교사와 남소망, 남수현이 뎅기열로 인해서 혈소판이 감소하여서 입원을
하였고 남기철선교사 또한 뒤 늦게 뎅기가 걸려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해 힘든 경험을 하였기 때문인지, 필리핀 사람들
이 이제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교육수준은 더욱 하락을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봉쇄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하
고 집에서 모듈을 받아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학년의 경우 글자를 못읽고 산수를 못하는
아이들이 40%가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학년에서는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의자에 앉아있는 경험을 하
지 못하였기에 수업이 더욱 어렵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교 교회
7월 27-29일까지 3일간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cross over ;
champions for Jesus. 라는 주제로 72명의 아이들과 13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
행되었습니다.

남기철선교사가 뎅기열로 인해서, 제릭전도사는 아내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손목등 수술
을 하여서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일로 인해 성경학교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소희 선교사와 젝보이 전도사의 중심으로 성경학교 꾸미기와 전도지를 나눠주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3일간 비가 오지 않는 은혜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9월부터 PBIS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장로교 신학교가 없으며 가장 가까운 장로교 신학교가 4시
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이곳 노회와 몇몇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학교의 필요성이 이야기하다 시
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좋은 선교교회를 위해서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SQ지능,진로상담 센터/ 한글학교센터) (장애인기술직업학교/ 신학교등)
자녀(소망,수현)의 학업과 치료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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