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 Quarter – 2018 뉴스레터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캄보디아 – Andrew Lee(이순영)
웹사이트 오픈!
작년부터 자료를 모으고 팀을 꾸려서 캄보디아 선교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3 월까지 준비를 마친후, 이제 선교 동역자들과 교회에 저희
웹사이트 오픈을 알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 선교대회
Asia Mission Consultation
in Houston TX, Jan.11-13

캄보디아 남선교회 연례모임, Jan.17-19

웹사이트를 만들며 고민하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저희의
사역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장점중 하나가 도시나
지방이나 인터넷이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대부분 페이스북(Facebook)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도 총 7 명의 선교사와 11 명 스텝들의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역지 어디서나 글이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저희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중 아래에 3 가지 점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버지니아 연회 선교팀의 세족식 모습,
Jan.22-25

•

Connection (연결성) –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과 더욱 긴밀히
연결될 것입니다.

•

Cooperation (협력) – 다른 사역과 프로그램의 진행도 한눈에 알게 되어
전보다 더 나은 협력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Contribution (동참) – 선교 파트너에게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예, http://umccambodia.org/give)

그동안 이번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애써준 저희 로컬스텝들에게 감사하고,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들에게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웹사이트가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선교의
방식을 제안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콘테이너 클리닉(Container Clinic)

스위스 UMC 목사님들이 진행한
캄보디아목사를 위한 특강 (2 월한달간)

지난 2 월 27 일-28 일 저희 로컬팀은 루이지아나에서 온 의료선교팀과 함께
스눌이라는 지역에 콘테이너 클리닉을 설치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콘테이너
클리닉은 작은 의료시설(병원)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일로 현지 공중파 뉴스채널 3 군데에서 취재를 왔고,
전 캄보디아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을 기도하고 묵묵히
작업한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루이지아나 연합감리교회의 성도님들,
텍사스 A&E 대학의 전문가들, 메디컬브리지의 의료시설제공, 스눌지역의 경찰,

콘테이너 클리닉 준공식
Container Clinic Dedication
in Snoul Kratie, Feb.27-28

도지사등 지역유지들…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지아나 교회는 벌써 다음 콘테이너 클리닉 준비에 들어 갔고,
캄보디아 캄퐁치넹이라는 곳에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작은 병원들이 캄보디아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가정 동정 (On a Personal Note)
이순영 – 여러 지방을 다녀하는 일정에도 건강을 잃지 않고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언어공부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몬둘끼리 지역 첫번째 감리교교회를
향한 첫 삽을 뜨다, March 1

이세형 – 아내는 언어공부 두번째 코스를 마치고 현지인들과 마켓에서 흥정도 하는 등
언어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지 공공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뚝뚝(Tuktuk taxi, 오토바이택시)을 잡고 일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 해 주시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이은혜(8) – 은혜는 요즘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피구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얼마전까지 같은반 남자아이들이 공을 잘 못 던지던 은혜를 놀리곤 했는데, 근래엔
친구들이 피구할때면 늘 은혜에게 공을 던져 주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법을
물어보니, 다리 밑부분을 정조준해서 던지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익혔다고 합니다.
이은서(7) – 은서는 얼마전 7 살이 되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세상을 바꾼 50 명의

슬럼가의 어린이들을 위한 부활절 행사
Light Children Orphanage, March 25

여성 과학자(50 Women Scientists Who Changed the World)”를 매일 읽으며 이렇게
멋진 여성과학자가 많은지 몰랐다고 하며 자기도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Andrew Lee (이순영)
Email alee@umcmission.org
Website UMCcambodia.org
Personal Blog Dreamcambodia.org
Advance #3022316

1. 저의 가족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나 SNS 소설미디아로 사역지 소식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기 원합니다.
3. 온라인 후원: https://goo.gl/4gvj3Y 또는 Dreamcambodia.org
체크 후원: Payable to ADVANCE GCFA / 메모란에 번호 #3022316 을 쓰고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Advance GCFA PO Box 9068 GPO New York, NY 10087-9088

